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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주위퇴칸식(周圍退間式) 건축의 유형과 전개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허 유 진

지도교수  전 봉 희

이 연구의 목적은 전통목조건축물의 공간 구성 요소로서 ‘주위퇴칸(周圍退間)’
이란 개념을 제시하고, 조선시대부터 대한제국기까지 주위퇴칸식 건축의 유형과 
의장(意匠)이 전개된 양상을 분석하는 것이다. 

중심부를 주변부로 감싸는 공간 구성 방식은 고대와 중세, 그리고 근대에 이르
기까지 지리적 위치와 재료를 불문하고 어느 건축문화권에서나 있어왔다. ‘주위퇴
칸’은 한국 전통목조건축을 대상으로는 중국건축의 부계주잡(副階周匝)이나 위랑
(圍廊)처럼 중심부를 위요하는 주변 부속 공간을 입체적으로 의미하는 용어가 부
재하다는 판단 하에 제안하게 된 용어다.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공
간 구성을 가진 방형 평면 사례를 내외진(內外陣), 회자형(回字形), 사면퇴(四面
退) 등으로 지칭하였으나, 이러한 어휘들은 각기 세분화된 연구 분야에 몰입되어 
있고 다각형 평면을 포괄하기에 어려움이 있다. 

주위퇴칸은 ‘방형 또는 다각형 평면을 일정한 너비로 두른 퇴칸’으로 정의된다. 
주위퇴칸식 건축은 이러한 주위퇴칸을 갖춘 건축을 뜻하며, 장방형, 정방형, 육각
형, 팔각형과 같은 다양한 평면 형태를 갖는다. 단층에서는 내주열 위에 도리가 
놓여 주위퇴칸을 덮는 처마를 구성하는 서까래가 시작되고, 차양 또는 중층 구조
와 같이 퇴주와 내주에 높이 차가 더 크게 생기는 경우도 모두 포함된다. 즉, 주위
퇴칸은 평면상으로 나타나는 기둥의 배열 양상만으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주
위퇴칸은 내주의 유형과 내주와 퇴주의 관계, 서까래의 방향을 포함한 공간 구성 
방식을 총체적으로 지시하는 개념이기 때문이다. 주위퇴칸은 퇴주열의 개방 정도
에 따라 [완전 폐쇄형], [불완전 폐쇄형], [1~3면 개방형], [전면(全面) 개방형]
으로 구분된다.

[완전폐쇄형]은 퇴주열에 빠짐없이 벽체와 창호가 구획되어 주위퇴칸과 중심부 



- ii -

공간을 하나의 실내 공간으로 통합한 유형이다. 주로 궁궐이나 사찰에서 가장 중
요한 입지를 가지고 있는 중층 대형전각에서 나타난다. [불완전폐쇄형]은 조선시
대 거의 모든 궁궐의 침전에 적용된 유형이다. 정면에서 가운데를 2칸 또는 3칸
을 개방하여 진입부의 퇴주를 독립기둥으로 드러낸 특징이 있다. 내부 공간은 중
심부에 온돌방-대청-온돌방을 두고 주위퇴칸이 둘러졌는데, 중심부와 주위퇴칸
은 철저하게 공간적으로 분리되었다. 

[1~3면 개방형]은 방형 평면을 가진 사례에서 상당히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
는 유형이다. 관아, 사찰, 동묘, 진전 등의 많은 용도가 있는데, 퇴칸이 열리는 우
선순위는 전퇴, 전후퇴, 전퇴와 좌우퇴로 나타난다. [전면 개방형]은 주위퇴칸의 
모든 면이 열려있는 구조를 가진 유형이다. 주로 정자와 장대, 봉안각이 차지한
다. [완전폐쇄형]의 사례에 비하면 매우 작은 소규모 전각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중심부에 실내공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세분될 수 있다. [전면 개방형]은 
퇴주열에 벽체가 없기 때문에 기둥 배열 자체가 입면 요소로서 크게 두드라진다.  

주위퇴칸식 건축은 기본에 충실한 고전적인 구조 안에서 보편적인 전체 형상을 
만들어 냈다. 고전적인 구조라고 함은 전열내주(前列內柱)와 후열내주(後列內柱)
가 모두 정치(定置)된 구조를 말한다. 즉, 주위퇴칸식 건축은 내주를 생략하는 감
주(減柱) 또는 내주를 옮기는 이주(移柱)와 같은 구조적 모험 없이 성장한 건축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주위퇴칸과 중심부의 공간 구성은 주위퇴칸식 건축은 궁
궐 침전, 불전과 봉안각, 정자와 장대 등 용도에 따라 폐쇄와 개방 정도가 다양하
게 나타나고, 외관의 의장은 주위퇴칸의 너비와 퇴주열의 기둥 간격 조율을 통해 
기둥무리를 형성하여 정면과 측면이 만나는 모퉁이를 강조하면서 다듬어졌다. 이
러한 주위퇴칸의 의장은 봉암사 극락전(鳳巖寺 極樂殿)과 같이 겹지붕을 형성하
는 차양칸일 경우 구조적인 측면에서 중국에서 부계를 두른 송·원대 건축과 유사
한 측면이 있고, 창덕궁 존덕정(昌德宮 尊德亭)과 같이 꼭지점 주변으로 퇴주가 
추가된 경우에는 위랑을 갖춘 명·청대 건축과 흡사한 면모가 보이기도 한다. 이처
럼 모퉁이를 강조하는 기둥무리는 주위퇴칸식 건축의 특징적 요소이며, 주위퇴칸
이 좁고 개방형일 때에 보다 극대화된다.  

주위퇴칸식 건축에 적용되는 지붕형식은 기본적으로 추녀 사용을 전제로 한다. 
중심부를 에워싸는 주위퇴칸부를 따라 항시 외쪽지붕이 형성되기 때문이다. 평면
형태가 장방형, 정방형, 다각형 중에서 정해지고 중심부에서 합각을 선택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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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녀를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팔작지붕, 우진각지붕, 모임지붕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중에서 우진각지붕은 주위퇴칸식 건축과는 동떨어진 지붕형식이므로 제
외되고, 주위퇴칸식 건축은 형태적으로 장방형 또는 정방형 평면일 때에 팔작지
붕을, 그리고 정방형이거나 다각형 평면일 때에는 모임지붕을 갖는다. 여기서 교
집합에 해당하는 정방형 평면은 팔작지붕과 모임지붕의 선택 기준을 고찰해 볼 
수 있는 좋은 대상이 된다. 정방형 평면에서조차도 팔작지붕이 우세하다는 사실
에는 변함이 없고 모임지붕이 적용되는 특수한 사례는 실용적으로 지붕을 처리하
거나 중국적 색채를 의도한 경우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주위퇴칸식 건축의 의장에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은 제26대 고종 연간
(1863~1907年)의 일이다. 중건 경복궁의 동‧서십자각(東‧西十字閣, 1866年), 환
구단 황궁우(圜丘壇 皇穹宇, 1899年), 고종어극40년칭경기념비전(高宗御極四十
年稱慶記念碑殿, 1903年), 석고전(石鼓殿, 1903年), 탑골공원 팔각정(塔-公園 
八角亭, 1903年)을 사례로 들 수 있다. 개방형 주위퇴칸이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
된 이 사례들은 모두 도성 내 많은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장소에 건립된 공적
(公的)인 기념비 시설이자 구중궁궐(九重宮闕)을 벗어난 고급건축이었다. 이 사
례들이 가진 의장적 차별점은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그리 크지 않은 전
각에 기존 권위 제고 방식을 총동원 하였다. 둘째, 주위퇴칸식 건축으로서 드물게 
대규모 다각형 평면을 사용하였다. 셋째, 개방형 주위퇴칸에서 퇴주의 간격과 높
이 조율을 통해 기둥무리가 더욱 강조되어 드러났다. 그리고 넷째, 조선시대를 지
배했던 팔작지붕 선호를 탈피하고 합각을 두지 않는 모임지붕을 적극적으로 사용
하였다. 이러한 주위퇴칸식 건축의 변화는 전통 시대의 말미에 나타난 고급 의장
으로 평가된다.

주위퇴칸식 건축은 일제강점기에도 지속되었다. 이 점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문헌에 담긴 해남 이순신비각(海南 李舜臣碑閣) 수선공사와 덕수궁 구여당(德壽
宮 九如堂)의 실측으로 생산된 평면도를 통해서 알 수 있다. 특히 1913년 조선왕
실의 마지막 신축 건물로 확인되는 덕수궁 구여당 건립에 심의석(沈宜碩, 
1854~1924)이 청부인으로서 관여하였다는 사실은 큰 의미가 있다. 그는 1895년
부터 내부에 소속된 기사였는데, 환구단 황궁우와 칭경기념비전, 석고전, 탑골공
원 팔각정의 설계 및 감독하였을 뿐만 아니라 서울의 저명한 조선식 근대건축이 
대부분 그의 손으로 축조되었다는 기록이 전하고 있어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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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한 대상으로 주목된다.   
고종 연간의 주위퇴칸식 기념비 건축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를 거치

며 일부는 사라지고 일부는 남아 수도 서울 또는 과거 대한제국의 이미지로 각인
되며 각자의 인지도를 쌓았다. 특히 경복궁 동십자각과 칭경기념비전의 주위퇴칸
과 모임지붕의 조합은 1970년대 미국 우정의 종각에 채택된 이래로 비교적 최근
까지도 전국의 유사 기념비 건축물 의장에 적극적으로 반영되었다. 이로써 주위
퇴칸식 건축은 오늘날까지도 유효한 형식임을 입증하고 있다.   

주요어 : 주위퇴칸, 기둥, 입면, 지붕, 추녀, 고종
학  번 : 2014-3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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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1.1.1. 연구의 배경
서울 광화문 교보빌딩 앞 고종어극40년칭경기념비전(高宗御極四十年稱慶記念

碑殿, 이하 칭경기념비전)은 지금으로부터 약 120년 전, 조선의 제26대 왕 고종
의 망육순(望六旬)과 즉위 40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세워진 비(碑)의 보호각이다.  
이 비각(碑閣)은 1979~80년 교보빌딩 신축공사로 완전히 해체된 후 복원하는 
과정을 겪었는데, 만약 이 건축물이 궁궐건축에 버금가는 수준의 전통목조건축물
이 아니었다면 일찍이 철거되고 순종 친필의 비석만이 박물관으로 옮겨졌을 것이
다. 하지만 칭경기념비전은 한국전쟁 이후 숭례문(崇禮門)과 함께 가장 신속한 
복구가 이루어졌을 정도로 일찍부터 중요한 유산으로 각인되어 있었다. 사적 제
171호의 정식명칭은 ‘기념비’로 끝나지만, 비석과 비각, 그리고 주변 석물을 두루 
포함한다. 칭경기념비전에서 다포(多包)와 낙양, 팔각 장초석, 잡상, 2중 기단과 
화려하게 가공된 만세문(萬歲門)을 비롯한 석물 등의 장식적 요소들도 중요하지
만, 그보다 이목을 끄는 것은 비각의 전체적인 형상을 이루는 틀이다. 비석이 안
치된 정방형 형태의 한 칸(間)을 반 칸 이하의 간살이로 한 번 더 둘러싸고, 총 
16개의 기둥이 ‘모임지붕’을 받치고 있다. 

석고전(石鼓殿)은 이 칭경기념비전과 대등한 구도를 이루던 또 다른 비각이었
다. 칭경기념비와 같은 시기에 같은 목적으로 돌북 형상의 비가 제작되었고, 석고
전은 이를 위한 보호각이었다. 석고전의 원래 자리는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과 백
화점, 그리고 웨스틴조선호텔로 둘러싸인 옥외주차장이다. 이 돌북의 개수는 1개
가 아니라 3개였는데, 석고전은 나란히 놓인 3개의 돌북에 맞추어 가로로 긴 장
방형 형태의 팔작지붕을 가진 건물이었다. 일제강점기 사진과 도면을 통해 확인
되는 석고전의 모습은 칭경기념비전에 버금갈 정도로 화려하고 장대했다. 낙양은 
쓰이지 않았지만 다포와 원형으로 가공된 장초석과 이중 기단이 쓰였다. 일제강
점기에 조선 궁궐의 수많은 전각들이 그러하였던 것처럼, 견고하고 아름다웠던 
석고전은 다른 곳으로 옮겨졌다가 해방 이후에도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사라지게 
되었다. 지금은 세 개의 돌북 만이 환구단 황궁우 서편 야외공간에 보존되어 있을 
뿐이다. 석고전의 전체적인 형상을 이루는 틀도 칭경기념비전의 그것과 유사했다. 



- 3 -

3개의 돌북이 안치된 중심부가 3칸으로 짜여 졌고, 이를 반 칸에 못 미치는 좁은 
간살이로 한 번 더 둘러싸서 총 24개의 기둥이 ‘팔작지붕’을 받치고 있었다. 

이 두 건물에서 공간적 크기는 중심부만으로 충분하다. 석고전의 중심부는 특
히 지나치게 크게 조성된 감이 있다. 여기에 더하여 두 경우 모두 중심부 주변을 
좁은 간살이가 한 번 더 둘러졌다. 둘레를 따라 기둥으로만 이루어진 이 빈 공간
은 어떠한 목적에서 부가된 것이었을까? 칭경기념비전과 석고전의 지붕형식은 각
기 모임지붕과 팔작지붕으로서, 사방으로 처마가 드리워지고 추녀를 사용한 공통
점이 있다. 중심부를 둘러싸는 켜는 기둥 배치는 마치 사방으로 드리워진 처마와 
네 귀퉁이의 추녀를 올곧이 받치기 위해 최적화된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이러한 
기둥 배치는 구조적인 이유 때문이었을까? 이렇게 주변부가 더해지면서 칭경기념
비전과 석고전의 외관에 보다 많은 수의 기둥이 드러나게 되었다. 그로인해 필요
한 기둥의 개수는 4개가 16개가 되었고, 6개가 20개가 되었다. 마치 여러 기둥이 
줄지어 서있는 모습 자체를 입면 디자인으로 채택하였던 것은 아니었을까? 이상
과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은 그 내용이 무엇이 되었든 사실 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
므로, 그저 상상에 의존한 가설에 머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여기서 연구가 가
능한 질문으로 바꾸고자 한다. 중심부가 있고 이를 둘러싼 주변부가 있는 공간 구
성 방식은 한국 전통목조건축의 역사에서 어떠한 양상으로 존재해왔는가? 이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서는 먼저 이러한 방식과 가까운 용어가 무엇이 있는지를 살
펴야할 것이다. 

한국 전통목조건축물의 평면유형 분류 방식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는 평면 외곽의 형태에 따라 방형(方形), 장방형(長方形), 원형(圓形), 육각형(六
角形), 팔각형(八角形), 十자형, 丁자형, ㄱ자형, ㄷ자형, ㅁ자형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방형 평면을 대상으로 퇴칸(退間)의 유무와 위치에 따라 통칸
형(通間形), 전퇴형(前退形), 후퇴형(後退形), 전후퇴형(前後退形), 내외진형(內
外陣形) 등으로 분류하는 것이다.1) 첫 번째 방식은 모든 형태의 건축물을 대상으
로 삼지만, 두 번째 방식은 네모반듯한 건축물만을 대상으로 삼는다. 방형은 전각
(殿閣)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평면 형태이므로, 대개 전통목조건축물의 
평면유형이라고 하면 첫 번째 방식보다 두 번째 방식에 치중되는 경향이 강하다. 
그런데 두 번째 방식에서 방형 평면 내 퇴칸 위치를 파악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

1) 김왕직, 알기 쉬운 한국건축용어사전, 동녘, 2007, 9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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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 내부 기둥열이 2개 있는 전후퇴형과 내외진형을 구분하는 것에는 그 기
준이 연구서마다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다. 대표적으로 2006년 문화재청에서 발간
된 한국 전통목조건축물 영조규범조사보고서(營造規範調査報告書)(이하 영조
규범조사보고서)2)의 경우를 들 수 있다. 

이 보고서는 고대와 중세 불전(佛殿)의 평면유형을 통칸형, 후퇴형, 전후퇴형, 
내외진형으로 분류하였다. 통칸형과 후퇴형으로 제시된 사례는 다른 연구서와 큰 
차이가 없지만, 전후퇴형과 내외진형으로 제시한 사례는 그렇지 않다. 전후퇴형 
사례로 상부구조가 사라지고 터만 남은 발굴건물지 15동과 상부구조가 온전한 현
존 건물 6동을 제시하였고, 내외진형 사례로는 발굴건물터 9동과 현존 건물 2동
을 제시하였다.3) 전후퇴형으로 분류된 발굴건물지와 현존 건물 사례 중에는 내외
진형과 주망 구성이 동일한 경우가 상당수 포함되었다. 이 보고서의 두 유형을 가
르는 기준에는 ‘전후퇴형=단층(單層)’, ‘내외진형=중층(重層)’이 적용되었기 때
문이다.4) 하지만 발굴건물터의 경우 일부 사례에 한하여 별도의 지붕을 갖는 차
양칸 존재만이 조심스럽게 추정될 뿐, 전체 구조의 중층 여부를 명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해당 보고서의 중층 여부에 따른 분류 기준은 실은 무의미하다고 볼 
수 있다.5) 

발굴 평면도에 드러난 이와 같은 주망 구성에 대해서 북한 건축학자 리화선
(1989)은 불상을 봉안한 내부 공간을 ‘속칸’, 이를 둘러싸는 주변을 ‘겉칸’으로 불
렀고,6) 이강근(1998)은 ‘내외진 이중형식(內外陣 二重形式)’으로,7) 김왕직
(2015)은 ‘겹실형 금당’이라 명명하였다.8) ‘겹실형 금당’은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2) 2006년 사)한국건축역사학회가 한국 전통건축물에 대한 비례체계와 결구법을 조사 분석한 방대

한 내용을 담은 선구적인 연구서다. 비례체계 연구대상으로는 삼국~고려시대에 이르는 발굴건
물터 55건, 고려~조선시대에 이르며 당시 자세한 조사보고서가 발간된 국보 또는 보물 중심의 
목조건축물 68건(주심포식 16, 다포식 46, 익공식 6), 결구법 연구대상으로는 당시 해체조사가 
이루어진 바 있는 45건이 다루어졌다.

3) 문화재청, 앞의 책, 2006, 135~137쪽
4) 해당 보고서는 내외진형으로 분류한 사례들에 대하여 무량사 극락전과 법주사 대웅전이 중층이

므로 나머지 발굴건물터의 건물도 중층일 가능성이 높다고 추정하였다. -문화재청, 앞의 책, 
2006, 137쪽  

5) 내외진형으로 구분된 발굴건물터의 건물을 모두 중층으로 단정할 수 없다. 일례로 경주 황룡사 
중금당지의 복원안은 최근 중층에서 단층으로 수정된 바 있다(국립문화재연구소, 황룡사연구총
서10: 황룡사 건물복원 기초연구, 2012, 75~81쪽).

6) 리화선, 조선건축사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7) 이강근, ｢한국 고대 불전건축의 장엄법식에 관한 연구｣, 미술사학 12, 1998, 71~75쪽
8) 김왕직, ｢발해 상경성 내 제1절터의 건축적 성격｣, 고구려발해연구 52, 2015, 60~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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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진과 외진 개념을 잘못 사용해왔다는 인식에서 만들어졌다는 점이 주목된다. 
우리나라에서는 벽 또는 기둥으로 겹겹이 된 건물의 안 부분과 바깥 부분을 각각 
내진과 외진으로 지칭하지만,9) 일본에서는 밀교사원을 중심으로 불상을 모신 불
전과 그 앞에 놓이는 예불을 드리는 예당(禮堂)을 각각 내진과 외진으로 지칭하
기 때문이다.

내진과 외진이라는 용어를 재고해야 할 필요성은 김동욱(2002)에서도 제기된 
바 있다.10) 한국의 전근대 문헌에서는 내진과 외진이란 용어가 사용된 적이 없으
며, 역시 일본에서 내진과 외진은 앞뒤로 놓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개념적 차이를 
언급하였다.11) 내진과 외진은 학자들이 내부 공간을 지시하는 학술 용어로 일본
어를 차용한 것일 가능성이 가장 높은데, 일본은 내진과 외진이란 어휘가 각종 사
료에 13세기경부터 등장하는데 비해 우리나라에서는 의궤를 비롯한 전근대 시기
의 문헌에 전혀 등장하지 않다가 20세기 후반부터 쓰였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근대 문헌은 물론이고 1950년대 건축용어 관련 서적에서는 내진과 
외진을 찾을 수 없다. 1955년 국립박물관에서 발간한 미술‧고고학용어집: 건축편
(美術·考古學用語集: 建築編)에서는 내진주 및 외진주가 아닌 ‘안두리기둥(內邊
柱)’ 및 ‘변두리기둥(邊柱, 側註)’이 쓰였음이 확인되고,12) 대한건축학회의 건축
용어집(建築用語集) 1958년 초판(初版)에는 내진과 외진이 없다가 1982년 재
판(再版)에서 등장하기 시작한다.13) 내진과 외진이 쓰이기 전에는 아마도 고유어
와 한자어의 조합인 ‘안둘렛간’과 ‘밭둘렛간’이 사용되었던 것으로 짐작된다.14) 

9) 김평탁 편저, 건축용어대사전, 개정증보판, 기문당, 2007, 241, 850쪽
10) 김동욱, ｢한국목조건축에 내진·외진은 존재했는가?｣, 건축역사연구 11(3), 2002, 145~151

쪽
11) 일본의 신사건축에서는 본전 가장 바깥쪽의 외진(外陣), 안쪽의 내진(內陣), 그리고 가장 안쪽

에 위치한 내내진(內內陣)으로까지 분류된다. -中村達太郞, 太田博太郞‧稲垣栄三編, 日本建築辭
彙(新訂)(再版), 東京: 中央公論美術出版, 2016, 296쪽

12) 金載元, 國立博物館叢書 甲第二, 美術·考古學用語集: 建築編, 乙酉文化社, 1955, 28쪽 
13) 1958년에 대한건축학회에서 발간한 용어집은 일본 건축학회가 발행한 일본 건축술어집에 수

록된 약 3,000여 개의 어휘를 번안한 것이다(張起仁 著 ‧ 大韓建築學會 編, 建築用語集, 
1958). 이 용어집은 이후 6,200여개의 어휘를 수록한 건축용어사전(국립건설연구소, 1980)으
로 수정‧보완되었고, 대한건축학회가 복제 인가를 받아 1982년 원래 제목 건축용어집(야정문
화사, 1982)으로 재차 수정되어 발간되었다. 1956~1985년까지 국내에 출판된 건축용어집 목록
은 장기인, ｢建築用語 制定의 발자취｣, 건축 33(5), 1989, 68~69쪽에 자세하다.  

14)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는 ‘안둘렛간’과 ‘밭둘렛간’이 ‘벽이나 기둥을 겹으로 두른 건물
에서 안쪽/바깥쪽 둘레에 세운 칸’으로 정의되며 유사어로 내진과 외진이 함께 제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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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본의 내외진 (b) 한국의 안두리기둥과 변두리 기둥

그림 1-1. 내진과 외진에 대한 일본과 한국의 개념 차이
 (출처: 中村達太郞, 太田博太郞‧稲垣栄三編, 日本建築辭彙(新訂)(再版), 東京: 中央公論美術出版, 2016, 296쪽 

위 음영표기 ; 金載元, 國立博物館叢書 甲第二, 美術·考古學用語集: 建築編, 乙酉文化社, 1955, 28쪽)

사실 이러한 공간구성 방식은 네모반듯한 방형 평면보다는 다각형 평면 사례와 
친연성이 높다. 사실 주위퇴칸식 건축은 전후퇴형 또는 좌우퇴형과 매우 가까워 
보일 수 있다. 예를 들어 홍릉 침전(洪陵 寢殿)은 경복궁 사정전(思政殿)15)이나 
평양 숭인전(崇仁殿)16)과 같은 장방형 평면으로서의 전후퇴형으로 구분될 수 있
다. 하지만 홍릉 침전에는 전후퇴와 같은 너비로 좌우퇴도 있다고 해석한다면, 퇴
칸이 둘러싸고 있다고 판단할 여지도 있다. 이처럼 둘러싸는 퇴칸을 갖추었다는 
관점에서는 홍릉 침전은 전후퇴형 평면의 사정전과 숭인전보다 칭경기념비전이나 
탑골공원 팔각정과 함께 묶이는 것이 자연스럽다. 즉, 4개 이상의 내주로 인하여 
안둘레간이 확실한 경우에서도, 둘러싸는 공간의 크기가 모든 방향에서 일정한지
의 여부에 따라 다른 성격을 갖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일정한 너비로 둘러싸는 
퇴칸을 가진 평면은 추녀를 사용하는 팔작지붕이나 모임지붕인 경우가 압도적으
로 많고 맞배지붕인 경우가 거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지붕형식과 밀접한 관련

15) 경복궁의 편전(便殿)으로 근정전(勤政殿)과 강녕전(康寧殿)과 함께 경복궁의 주요 축을 이룬
다. 현재의 것은 1865년에 중건된 것이다. 이와 동일한 주망구성을 갖춘 다른 예로는 불국사 비
로전(佛國寺 毗盧殿)이 있다. 

16) 1325년(고려 충숙왕 12)에 지어진 기자(箕子)을 모신 사당이다. 1428년(세종10)에 중수를 시
작하여 2년 뒤 준공되었다. 처음에는 기자전(箕子殿)으로 불리다가 1612년(광해군4)에 숭인전
으로 개칭되었다. 현재의 것은 한국전쟁 이후와 1977년 평양시 도시계획을 추진하면서 복원 및 
이건된 것이나, 1430년(세종12)에 중건되어 남아있었던 기존 주망과 세부 기법 등이 유지되었
다고 평가된다(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문화재해설집Ⅲ: 일반건축편, 2002, 294쪽 ; 평양 숭인
전과 동일한 주망구성을 갖춘 다른 예로는 덕수궁 덕홍전(德壽宮 德弘殿)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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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는 평면 유형으로도 읽혀진다. 이러한 점을 역으로 적용한 것이 오늘날 고대 
건물지의 상부구조의 복원 방식이다. 내외진형은 팔작, 우진각, 모임지붕과 같은 
추녀를 사용한 지붕형식으로, 그리고 퇴칸이 없는 문형 또는 전후퇴형인 경우 맞
배지붕으로 복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a) 전후면과 양측면이 다른 경우 (b) 모든 방향으로 일정한 경우

그림 1-2. 전후열 내주를 둘러싼 둘레간 크기 변동에 따른 유형 분류

  

중심부(안둘레간)와 이를 둘러싼 주변부(밭둘렛간)로 이루어지는 공간 구성 방
식은 거의 전 시기를 관통하며 지속되었다. 고대 사찰 유적에서 금당지 뿐만 아니
라 강당지(講堂址)에서도 발견되며17) 고대 궁궐 유적에서도 상당히 광범위하게 
나타난다.18) 그리고 조선시대 또는 대한제국기에 지어져 현존하는 측면 3칸 이상
의 중층 구조의 궁궐 정전과 사찰 불전,19) 단층 구조로 된 궁궐의 각종 전각과 사
찰 불전, 소규모 정자(亭子)나 비각(碑閣), 장대(將臺), 각종 봉안각(奉安閣) 등
에서도 나타난다. 감주(減柱) 또는 이주(移柱) 없이 안정적인 구조를 따르며 약
간의 변형이 가해졌을 뿐이다. 여기서 약간의 변형에 해당하는 것에는 크게 두 가
지를 들 수 있는데, 첫 번째는 방형을 벗어난 다각형 평면 형태에도 적용되었다는 
것이며, 둘째는 단층, 차양칸, 중층 등으로 상부구조가 다양하게 만들어졌다는 것
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통일신라기 사천왕사 금당(四天王寺 金堂)과20) 대한제국

17) 현승욱, ｢동아시아 고대 불교사원 강당 평면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21(6), 2019
18) 조재모, ｢고대 궁궐 정전의 평면 구성｣, 건축유적 발굴조사 자료집 고대궁궐Ⅱ: 발해‧논고편, 

국립문화재연구소, 2011
19) 공주 마곡사 대웅전(麻谷寺 大雄殿)을 제외한 측면 3칸의 가진 모든 중층 전각들은 모퉁이칸

이 정방형으로 구획되어 중심부와 주변부가 구분되는 공통점이 있다. 
20) 국립문화재연구소, 사천왕사Ⅰ: 금당지 발굴조사보고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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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환구단 황궁우(圜丘壇 皇穹宇)는 시대적 격차가 크고 전혀 다른 건축일 수 있
지만, 공간 구성 방식에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한국건축 연구사에서는 이토록 보편적이기 때문에 새로울 것이 없는 공간구성
의 동질성에 주목하기보다 주로 시대와 용도, 또는 구조 유형별로 나누는 연구가 
축적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지시하는 용어도 개별적으로 정착된 탓에 넓은 
관점에서 모든 사례를 포괄하는 용어가 부재한 실정이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안둘레간과 밭둘레간을 대체한 내진과 외진은 그나마 시대를 불문하고 가장 보편
적으로 쓰이는 어휘이지만, 최근에는 사용을 지양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21) 
이중구조 이르는 또 다른 어휘로는 ‘回자형’ 평면 또는 공간도 있으며22) 조선시대 
관찬사료에는 ‘사면퇴(四面退)’23)라는 어휘가 빈번하게 등장한다. 하지만 회자형
과 사면퇴는 특정한 대상에 치중된 측면이 강하며 평면형태가 다각형인 사례를 
분명하게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보편적인 공간구성에 주목하는 이유는 한국전통목조건축의 흐름을 거시
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는 일관된 관점을 추구하며 시대적 흐름에 따른 전통목조건
축 의장의 세부적 차이를 포착하기 위함이다. 고종 연간에 생산된 주요한 목조건
축물을 이전 시대의 것과 연속선상에서 해석할 수 있도록 동일한 기준을 마련함
으로써, 근대기 전통건축에서 변화하거나 새로 유입된 요소가 무엇인지를 보다 
명확하게 판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환구단 황궁우과 같은 퇴칸을 가진 중층 다
각형 평면 사례는 조선시대에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는 유형이다. 환구단 황궁우
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 건축사적으로도 가치가 높지만, 기존
의 연구에서 다루어진 바가 적다. 이것은 근대기로 접어든 이후에 생산된 전통건
축에 대한 관심이 그 이전 시기의 것보다 높지 않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이 시
기의 전통건축은 기술적으로 그리고 의장적으로 가장 완숙된 고급건축을 선보이
고 있기 때문에 한국 건축사의 전반적인 흐름 속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전술하였듯이 기존 용어로는 방형 및 방형이 아닌 다
각형에서 모두 나타나는 보편적인 공간 구성을 지시하는 데에 한계가 있고, 일부

21) 김왕직, 앞의 논문, 2015, 62~68쪽
22) 전봉희·이강민, 3칸x3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41, 50, 54, 68, 146, 159, 161, 194쪽
23) 사면퇴는 17세기 창경궁수리소의궤(昌慶宮修理所儀軌)(1633, 인조11)와 창덕궁만수전수리

도감의궤(昌德宮萬壽殿修理都監儀軌)(1657, 효종8)에서 ‘5칸사면퇴28칸’과 같이 독특한 방식
으로 사용된 바 있다. -영건의궤연구회, 영건의궤, 동녘, 2010, 6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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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올바른 표현으로 고쳐져야 할 대상이므로 이를 해결하고 대체할 용어 또한 필
요하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주위퇴칸(周圍退間)’이라는 새로운 개념어를 
제시하며 주위퇴칸식 건축을 정의 및 유형화하고, 조선시대에서 대한제국기에 지
어진 주위퇴칸식 건축의 의장을 각기 보편적인 차원과 특수한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이다. 

1.2. 연구의 대상과 방법

이 연구논문을 위해 수집한 주위퇴칸식 건축 사례는 58동, 비(非)주위퇴칸식 
건축 사례는 20동이다. 이들은 주로 조선 후기(17~19世紀)와 대한제국기
(1897~1910年)에 지어진 것이다. 현존하는 궁궐, 사찰, 왕릉에 속한 실물 사례
를 우선으로 하되, 각종 문헌과 회화, 도면, 사진을 종합하여 주위퇴칸의 존재와 
간살이의 치수, 지붕형식을 확인할 수 있다면 멸실된 사례까지도 포함하였다. 주
위퇴칸의 계폐 여부를 정확히 알기 어렵거나, 입수한 도면에 스케일이 없어 주위
퇴칸의 너비를 가늠할 수 없는 사례들은 제외하였다.24) 이렇게 수집한 주위퇴칸
식 건축 58동은 일단 2장에서 모두 다루어진다. 주위퇴칸식 건축의 각 유형별로 
평면도와 입면도가 제시될 것이다. 또한, 비주위퇴칸식 건축 20동은 주위퇴칸식 
건축의 특징을 드러내기 위해 필요한 비교 사례로, 대개 통칸형과 후퇴형 평면유
형에 속하는 사례들이다. 이들은 주로 3장과 4장에서 다루어진다. 주위퇴칸식 건
축의 입면 의장에서 드러나는 기둥 배열의 특징을 서술할 때와 지붕형식과 관련
하여 주위퇴칸식 건축의 의장을 비교 분석하는 데에 등장할 것이다. 

위에 서술한 총 78동의 구체적인 목록은 아래 표와 같다. 연구 대상의 평면의 
형태와 규모, 기둥의 배열 양상, 지붕의 형태를 살피는 데에는 각종 보고서에 수
록된 평면도와 정면도, 단면도를 사용하였다. 해당 도면의 출처는 다음 표에서 일

24) 이러한 기준에서 제외된 사례는 장용영(壯勇營)의 내대청(內大廳)과 외대청(外大廳), 화순 학
포당(和順 學圃堂)이 있다. 장용영의 사례는 정정남, ｢壯勇營의 한성부내 입지와 영사의 건축적 
특성 -本營圖形의 분석을 중심으로｣(藏書閣 21, 2009)를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화순 학
포당의 도면은 전봉희‧이강민, 3칸x3칸: 한국건축의 유형학적 접근(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의 203쪽에 수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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괄적으로 제시하고 본문에서는 따로 표기하지 않았다. 간혹 아래 목록에 해당하
지 않는 추가적인 사례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캡션에 출처를 명시하였다. 도면을 
구할 수 없는 대상은 치수가 기입된 간가도(間架圖)와 정면이 확인되는 회화 또
는 사진으로 대체하였다. 2장에 주위퇴칸식 건축의 유형별 사례를 일괄 제시하며 
사용한 평면도와 입면도는 모두 같은 축적으로 수록되었고, 그 외의 장에서는 내
용 전달에 필요한 부분을 융통성 있게 확대 또는 축소하여 수록하였다. 

구분 사례명 도면 출처 비고건립시기 용도

1 부석사 무량수전 문화재청, 부석사 무량수전 실측조사보고서(도판), 20021376 중수 불전

2 법주사 원통보전 문화재청, 보은 법주사 원통보전 실측 수리보고서, 20101647 불전

3 법주사 팔상전 문화재청, 보은 법주사 팔상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31626 불전

4 법주사 대웅전 문화재청, 법주사 대웅전 실측수리보고서(하). 20051618 불전

5 금산사 미륵전 문화재청, 김제 금산사 미륵전 수리보고서, 20001635 불전

6 금산사 대장전 문화재청, 김제 금산사 대장전 실측조사보고서, 20111635 불전

7 쌍봉사 대웅전 양태현 外2, ｢쌍봉사 대웅전의 조영에 관한 고찰｣, 건축역사연구
22(1), 2013 ; 伊丹潤 著, 李朝の建築, 釜山 : 求龍堂, 1981 

비교 
대상- 불전

8 봉암사 극락전 문경시, 봉암사 극락전 실측조사보고서, 20081726 중창 불전

9 화엄사 각황전 문화재청, 화엄사 각황전 실측조사보고서, 20091701 불전

10
화엄사 대웅전

문화재청, 화엄사 대웅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3
비교 
대상1636 불전

11
기림사 대적광전

문화재청, 기림사 대적광전 해체실측조사보고서, 1997
비교 
대상1629 불전

12
귀신사 대적광전

문화재청, 귀신사 대적광전 수리실측조사보고서, 2005
비교 
대상18C 불전

13
송림사 대웅전 배병선, 다포계 맞배집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3 
비교 
대상1657 불전

14 무량사 극락전 문화재청, 무량사 극락전 수리보고서, 201217세기 불전

15
선암사 원통전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cbaCpno=

2113601690000&pageNo=1_1_1_11660 불전

16 흥국사 원통전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cbaCpno=
2113600450000&pageNo=1_1_1_11624 불전

17 정양사 약사전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문화재해설집 Ⅱ: 사찰건축편, 199816C이전 불전

18 안국사 대웅보전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문화재해설집 Ⅱ: 사찰건축편, 199817세기 불전

19
해인사 독성각

문화재청, 합천 해인사 정밀실측조사보고서(하), 2014
비교 
대상1940년 불전

표 1-1. 주요 연구대상 목록
(주위퇴칸 너비가 10자 이하인 사례 음영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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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명 도면 출처 비고건립시기 용도

20 남한산성 수어장대 경기문화재단, 경기도 지정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수어장대, 20091624 장대

21 수원화성 서장대 경기도, 수원성 복원정화지, 19801971 장대

22 수원화성 동장대 경기도, 수원성 복원정화지, 19801971 장대

23
화성행궁 화령전 경기도, 경기도건조물문화재 실측조사보고서: 화령전·화홍문 

·방화수류정, 19951800 봉안각

24 종성읍성 수항루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문화재해설집Ⅲ: 일반건축편, 20021608 문루

24 구성읍성 남문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문화재해설집Ⅲ: 일반건축편, 20021836 문루

26
함흥성 구천각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문화재해설집Ⅲ: 일반건축편, 2002
비교 
대상1713 문루

27
서울 동관왕묘 종로구청, 서울 동관왕묘 학술조사 및 고증 연구용역 보고서, 

2018 ; 국립문화재연구소, 동묘의 건축, 20041602 봉안각

28
문묘 묘정비각

문화재청, 서울문묘 실측조사 보고서(하), 2006
비교 
대상1626 비각

29
문묘 탕평비각

문화재청, 서울문묘 실측조사 보고서(하), 2006
비교 
대상1742 비각

30 창덕궁 취운정 문화재청, 창덕궁 취운정 해체보수공사 수리보고서, 20141686 정자

31 정읍 피향정 정읍시, 피향정 수리보고서, 20041710s 정자

32
보길도 세연정 http://www.hanokschool.biz/2013/community/data_general.asp?c

ode=&subp=&mode=&bbsid=library&gbn=viewok&cate=&ps=12&s
p=&sw=&gp=22&ix=3732

1637 정자

33 인조별서유기비각 은평구, 서울 인조별서유기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201695 비각

34 창덕궁 인정전 문화재청, 창덕궁 인정전 실측조사보고서, 19981804 정전

35 창덕궁 구선원전 문화재청, 창덕궁 구선원전 실측조사보고서, 199217~18세기 봉안각

36 창덕궁 주합루 문화재청, 창덕궁 주합루 정밀실측보고서, 20161776 봉안각

37 창덕궁 서향각 여유당건축사사무소 블로그1776 기타

38 창덕궁 영화당 http://www.hanokschool.biz/2013/community/data_general.asp기타

39 창덕궁 존덕정 문화재청, 창덕궁 존덕정 수리보고서, 20101644 정자

40 창덕궁 취운정 문화재청, 창덕궁 취운정 해체 보수공사 수리보고서, 20131686 정자

41
창덕궁 애련정

문화재청, 창덕궁 애련정 해체보수공사 수리보고서, 2016 
비교 
대상1692 정자

42 창경궁 통명전 문화재청, 창경궁 통명전 실측조사보고서, 20011834 침전

43 창경궁 양화당 문화재청, 창경궁 양화당 해체보수공사 수리보고서, 20151834 침전

44 창경궁 숭문당 문화재청, 창경궁 숭문당 보수공사수리보고서, 20161633 이전 편전

45 창경궁 함인정 문화재청, 창경궁 함인정 보수공사 수리보고서, 20191633 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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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명 도면 출처 비고건립시기 용도

46
창경궁 북십자각

문화재청, 창경궁 홍화문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0
비교 
대상- 각루

47 경복궁 근정전 문화재청, 근정전 실측조사보고서(하), 20001867 정전

48 경복궁 강녕전 문화재청, 창덕궁 희정당 수리보고서, 20021867 침전

49 경복궁 만경전 문화재청, 창덕궁 경훈각 실측 수리보고서, 20041867 침전

50 경복궁 선원전 문화재청, 창덕궁 구선원전 실측조사보고서, 1992 참조
朝鮮建築會, 朝鮮と建築 11(11), 19321867 봉안각

51 경복궁 동십자각 문화재청, 경복궁 동십자각 실측조사보고서, 20101867 각루

52 경복궁 천추전 문화재청, 경복궁 사정전 일곽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41867 편전

53
경복궁 향원정

문화재청, 경복궁 향원정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3
비교 
대상1873 정자

54
경복궁 팔우정

문화재청, 경복궁 집옥재 수리조사보고서, 2005
비교 
대상1891 서재

55 덕수궁 중화전 문화재청, 중화전 실측수리조사보고서, 20011906 정전

56 덕수궁 석어당 문화재청, 덕수궁 석어당 해체실측 및 수리보고서, 20151904 재건 -

57
헌릉비각 문화재청, 서울 헌릉과 인릉의 헌릉 신도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9
비교 
대상1695 비각

58
순강원 신도비각

문화재청, 순강원 인빈김씨 신도비각 수리보고서, 2004
비교 
대상1614 비각

59
소령원 신도비각

문화재청, 파주 소령원 신도비각 수리보고서, 2004 
비교 
대상1744 비각

60
영릉(寧陵) 비각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왕릉 종합학술조사보고서 Ⅴ, 2013
비교 
대상1703 비각

61 건원릉비각 문화재청, 동구릉 건원릉 정자각 및 비각 수리보고서, 20061870s 비각

62 삼군부 총무당 서울특별시 문화재과, 삼군부총무당: 유형문화재 제37호, 20091865 관아

63
홍릉비각 문화재청, 남양주 홍릉과 유릉의 유릉 침전 및 비각 보수공사 

수리보고서, 20131897 비각

64 조경단 비각 -1899 비각

65
홍릉침전 문화재청, 남양주 홍릉과 유릉의 유릉 침전 및 비각 보수공사 

수리보고서, 20131897 능침

66 환구단 황궁우 문화재청, 환구단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21899 봉안각

67
고운사 연수전 의성군, 의성 고운사 연수전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20191744 어첩봉안각

68 칭경기념비전 문화재청, 서울고종어극40년칭경기념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21903 비각

69 석고전 국가기록원, 일제시기 건축도면 해제 Ⅱ, 2009 ; 문화재관리국, 
창경궁 발굴조사보고서, 19851903 비각

70
탑골공원 팔각정 서울특별시 종로구, 탑골공원 팔각정·오운정: 정밀실측보고서, 

20111903 정자

71 유릉비각 문화재청, 남양주 홍릉과 유릉의 유릉 침전 및 비각 보수공사 
수리보고서, 20131904 비각



- 13 -

본 연구논문의 각 장별 구성과 연구진행 방법은 다음과 같다. 2장은 주위퇴칸
에 대한 개념을 정의하고 주위퇴칸식 건축의 유형별 사례를 제시하는 내용이다. 
퇴칸의 사전적 의미와 기존 평면 유형 분류 방식의 한계를 검토하고 주위퇴칸이
란 개념의 필요성과 정의를 제시하였다. 주위퇴칸식 건축의 유형은 퇴주열을 따
라 벽체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 크게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구분하고, 각 세부유
형을 두어 [완전 폐쇄형], [불완전 폐쇄형], [1~3면 개방형], [전면(全面) 개방
형]과 같이 총 4개의 유형을 제시하였다. 주위퇴칸은 이 연구논문에서 제안하는 
조어(造語)로서 전체 내용을 관통하는 핵심 개념이다. 수집된 주위퇴칸식 건축을 
단순히 나열하는 것이 아닌 그 유형을 분류하는 목적은 주위퇴칸식 건축의 범주
를 보다 명확하게 소개하기 위함이 우선이지만, 본 연구논문에서 미처 수집하지 
못한 사례를 포괄할 수 있는 방편이 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이어서 각 유형별 사
례에 해당하는 도면을 나열하고 한 유형에 특정 용도의 사례가 집중된 경우 더욱 
자세히 고찰하였다. 이렇게 2장에서는 위의 표에 기록된 거의 모든 주위퇴칸식 
건축 사례의 평면도와 입면도를 동일한 스케일로 수록하였다. 각 사례들의 규모
를 비교하며 파악하기에 용이할 것이다. 그리고 각 사례의 평면도 아래에는 주위
퇴칸 너비를 밀리미터(mm) 단위로 기록하였는데, 3장과 4장에서는 주위퇴칸의 
너비가 10자(3m) 이하인 중소규모의 사례를 주요 의장 분석의 대상으로 추렸다.  

주위퇴칸식 건축의 의장을 다루는 3장과 4장의 분석 요소는 기둥 배열과 지붕
형식이다. 이 두 가지 요소는 건물 전체적인 공간 구성과 외관에 가장 큰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3장은 주위퇴칸과 중심부의 공간 구성과 주위퇴칸의 기둥 배치 

구분 사례명 도면 출처 비고건립시기 용도

72
유릉침전 문화재청, 남양주 홍릉과 유릉의 유릉 침전 및 비각 보수공사 

수리보고서, 20131904 능침

73 평창 오대산 사각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cbaCpno=
1333200370000&pageNo=1_1_1_11992 재건 봉안각

74
평창 오대산 선원보각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cbaCpno=

1333200370000&pageNo=1_1_1_11992 재건 봉안각

75 서울 대원각사비각 서울특별시 종로구, 탑골공원 팔각정·오운정: 정밀실측보고서, 
2011

비교 
대상1997 비각

76 제주 관덕정 문화재청, 제주 관덕정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071448 창건 정자

77
강릉 경포대 http://www.heritage.go.kr/heri/cul/culSelectDetail.do?ccbaCpno=

2113200060000&pageNo=1_1_1_11873 정자

78 여수 진남관 문화재청, 여수 진남관 실측조사보고서(도판), 20011718 중창 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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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을 분석하는 내용이다. 주위퇴칸과 중심부의 공간 구성은 궁궐 침전, 불전과 
봉안각, 그리고 정자와 장대와 같이 용도별로 나누어 살폈다. 특히 [불완전폐쇄
형]이 집중된 궁궐 침전의 경우, 현존하는 북궐과 동궐뿐만 아니라 문헌 속에서만 
서궐에 존재하는 사례들과 이와 유사한 형식을 갖춘 주택과 관아시설까지 언급하
고, 불전과 봉안각, 정자와 장대의 사례를 포함하여 주위퇴칸부와 중심부가 공간
구성상 어떠한 관계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살폈다. 주위퇴칸과 중심부의 공간 구
성이 주로 내부 공간에 대한 논의라면, 주위퇴칸의 기둥 배치는 철저하게 외부적 
시선에서 관찰된 내용을 다룬다. 여기에서는 입면도 이외에 모퉁이부의 외관을 
잘 살필 수 있는 전경 사진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벽체 없이 독립된 기둥이 
외관에 드러나는 개방형 주위퇴칸식 건축을 중심으로 의장을 고찰하고 폐쇄형도 
포괄하는 주위퇴칸식 건축이 가지는 입면의 전형성을 논하였다. 여기에는 주위퇴
칸식 건축에 해당하지 않지만 이와 비슷한 입면 의장을 가진 비교 대상 사례도 함
께 다루어졌다

4장은 주위퇴칸식 건축에 적용되는 지붕형식에 대한 내용이다. 팔작, 우진각, 
모임지붕과 같이 추녀가 있는 지붕형식을 주위퇴칸부와 중심부로 나누어 형태를 
분석하고, 주위퇴칸식 건축에서 가장 보편적인 사용되는 지붕형식과 특수한 지붕
형식의 결정 요인을 고찰하였다. 특히 정방형 평면을 중심으로 주위퇴칸을 갖추
지 않은 비교 대상 또한 포괄하여 고찰하였다. 이를 통해서 전각의 가장 일반적인 
지붕형식으로서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팔작지붕을 새로운 각도에서 조망하고 주
위퇴칸식 건축의 지붕형식으로서 가능한 팔작지붕과 모임지붕 사이의 결정 요인
을 알아보고자 한다. 

5장에서는 주위퇴칸식 건축의 의장적 변화가 나타나는 고종 연간(高宗 年間, 
1863-1907)의 사례 5동을 중점적으로 다루었다. 바로 서두에서 언급한 칭경기
념비전과 석고전을 비롯하여, 중건 경복궁(重建 景福宮)의 동‧서십자각(東‧西十字
閣, 1866), 환구단 황궁우(圜丘壇 皇穹宇, 1899), 탑골공원 팔각정(塔-公園 八
角亭, 1903)이다. 이들은 동일한 목적으로 동일한 시기에 집중되는 경향이 뚜렷
하며 다른 장에서 살폈던 일반적인 주위퇴칸식 건축과 의장적으로 차별화된다. 
또한 이들은 이전 궁궐이나 사찰 경내 중심의 주위퇴칸식 건축 사례와 달리 구중
궁궐(九重宮闕)을 벗어나 도성 내 많은 사람들이 인지할 수 있는 장소에 건립된 
공적(公的)인 고급건축이었다. 본격적인 의장 분석에 앞서 이 다섯 사례들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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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 배경과 시대적 상황, 특히 해당 시기 궁궐 공사에 대한 성격을 고찰하였고, 의
장 분석 이후 후대에 미친 영향까지를 고찰하였다. 이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문헌 
속에서 주위퇴칸식 건축의 사례 2건을 추가적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고종 연간 주위퇴칸식 건축의 건축사적 의미를 해석하고자 하였다. 결과적으로 
이 연구논문에서 수집한 주위퇴칸식 건축의 사례는 현대 이전까지 총 60동이 되
며, 6장 결론의 말미에 부록으로 수록하였다.  

전통방식으로 목구조가 지어지는 마지막 시대의 의장으로서 역사적인 의미와 
현대에 미치는 영향력까지를 고려하면, 고종 연간의 주위퇴칸식 기념비 건축은 
한국건축사에서 특별한 위상을 차지하고 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주위퇴칸
식 건축의 일반적인 양상을 보여주는 사례와 주위퇴칸식 건축의 변화를 대표하는 
고종 연간의 사례를 통해서 주위퇴칸식 건축의 보편성과 특수성을 연속적으로 조
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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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퇴칸과 평면유형의 범주 재설정

2.1.1. 퇴칸(退間)의 의미와 특성
이 연구는 ‘퇴(退)’와 ‘퇴칸(退間)’25)이란 두 어휘 중에서 ‘퇴칸’을 선호하여 사

용하고 있다. 이 절에서는 각종 건축용어사전에 수록된 사전적 정의를 통해 ‘퇴’와 
‘퇴칸’의 의미를 다각도로 분석하여 ‘퇴칸’이란 어휘를 선택하게 된 경위를 밝히
고, 전근대 시기의 문헌 속 퇴칸을 성립하게 하는 퇴주(退柱)의 용례와 실제 사례 
비교를 통해 퇴칸의 너비와 개방/폐쇄, 상부 구조에 관한 특성을 논하고자 한다. 

‘퇴’는 ‘물러나다’라는 문자적 의미 이외에도 조선 중기 이후 건축에서 특정한 
공간을 지시하는 단위로 사용되어 왔다.26) 현대에 발간된 건축용어사전에 ‘퇴’라
는 한 글자가 독립적인 항목으로 등장한 시점은 ‘툇마루’나 ‘퇴주(툇기둥)’, ‘퇴칸
(툇간)’보다 한참 늦지만, 이것은 2000년대 이후 건축용어사전에 전통건축 관련 
용어가 체계적으로 세분화되어 보강된 결과일 뿐27) 전근대 문헌 속 전퇴(前退), 
후퇴(後退), 전후퇴(前後退), 사면퇴(四面退)의 용례와 같이 퇴가 공간을 지칭하
는 단위명사였음은 분명한 사실이다. 실은 여기에는 ‘칸(間)’이 생략되어 있다. 이
러한 관점에서 퇴는 ‘물러난 칸, 물림간’을 뜻하는 ‘퇴칸(툇간)’과 동일시해도 무
리가 없어 보인다. 그런데 문헌 속 용례에서 파악되는 퇴의 품사는 명사뿐만 아니
다. 일단 ‘퇴칸’ 자체에서도 퇴는 형용사로 쓰였다고 볼 수 있다. 즉, 퇴는 퇴칸의 
줄임말도 되고 동의어도 되는 것이다.  

‘툇마루’에서 ‘퇴’도 형용사에 해당한다. 툇마루는 ‘물러나다’라는 뜻의 ‘퇴’와, 

25)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에 의거한 퇴칸의 올바른 맞춤법은 ‘툇간’이다. 거의 모든 건축용
어사전에서도 퇴칸이 아닌 ‘툇간’이 수록되었다. 하지만 학술적으로는 ‘퇴칸’이 우세하다. 건축도
시연구정보센터(AURIC)에서 원문을 포함한 서지 검색을 이용하면 ‘툇간’을 사용한 경우는 136
건, ‘퇴칸’은 312건으로 큰 차이가 있다(http://www.auric.or.kr/ 검색일자: 2021년 1월 21일). 
그리고 툇간을 사용한 경우는 대상 건물의 용도가 주택인 경우가 태반이고, ‘퇴칸’을 사용한 경
우는 주로 사찰, 궁궐, 객사와 같은 권위건축에 쏠린 경향을 보인다. 이와 같이 퇴칸은 학술적으
로 널리 통용되고 있으며, 비주택을 다루는 본 연구논문에는 툇간보다 퇴칸을 쓰는 게 적절하다
고 판단하였다.

26) 배창현, 한국 건축의 첨과 퇴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2020, 96쪽
27) 여기에는 장기인의 한국건축대계 Ⅳ: 한국건축사전(1985/1998)이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

는 1958년에 첫 출간된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집의 주도하였으며, 한국건축용어 제정에도 독
보적인 공헌을 하였다. 2007년의 건축용어대사전에 수록된 전통건축 관련 대다수의 용어들은 
모두 장기인의 한국건축사전을 발췌한 것이다.   

http://www.auri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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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재를 사용한 바닥 재료를 나타내는 우리말 ‘마루’가 결합한 것이다. 말 그대로 
‘물러난 마루, 물림마루’라는 뜻이다. 간혹 마루를 한자 ‘청(廳)’으로 대체하여 툇
마루를 퇴청이라 지시한 문헌도 있는데,28) 이때에는 퇴를 동사로 사용하여 ‘관청
에서 근무를 마치고 퇴근하다’29)를 뜻하는 다수의 경우와 구분이 필요하다. 어쨌
든 툇마루 자체는 기둥으로 구획된 공간이 아니라 바닥을 나타내는 어휘이므로 
단위명사 ‘퇴’와 다르다. 어휘의 구조상 툇마루는 퇴칸, 퇴주(툇기둥)와 같은 부류
의 어휘인 것이다.  

그런데 사실상 ‘툇마루’는 ‘퇴’와 동일시되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에는 툇마루를 
기둥으로 구획된 공간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고, 나아가 퇴주의 유무로 툇마루
와 쪽마루를 구분한다.30) 기둥으로 구획된 공간 단위로서의 명사와, 물러나다를 
뜻하는 형용사의 의미가 중첩된 것이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퇴에는 마루가 깔리
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으므로 툇마루와 퇴를 굳이 구분할 필요가 적었기 때문이라
고 생각된다. 특히 마루가 깔린 퇴는 온돌을 설치한 건물의 경우 탈화(脫靴)와 출
입(出入)을 편리하게 하는 전이공간(轉移空間)으로서 매우 보편적이었음은 잘 알
려진 사실이다.31) 이와 같이 ‘툇마루’와 ‘퇴’가 동일시되는 현상은 퇴가 퇴칸의 줄
임말일 뿐만 아니라 심지어 툇마루의 줄임말로 보아도 어색하지 않게 한다. 

1950~2000년대 출간된 대표적인 건축용어사전을 살피면, 퇴는 초기에는 툇마
루에 종속되어 있었다가 독립적으로 의미가 확장되었다고 보인다. <표 2-1>은 
대한건축학회의 건축용어집(1958/1982)32)과 김평탁(金平卓) 편저의 건축용
어대사전(1982/2007)33), 그리고 최근 서비스를 오픈한 대한건축학회의 온라인
건축용어사전(2020)로 구성된 5종의 건축용어사전에 수록된 퇴와 툇마루의 정의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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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칙하여 그릇 수를 줄이
도록 하시고 높이 괴어 올리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순조실록 1832년(순조32) 9월 15일자 ; 
배창현, 앞의 논문, 2020, 96쪽 재인용 

29)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30) 김왕직, 알기쉬운 한국건축용어사전, 동녘, 2007, 252, 253쪽 ; 퇴주 유무로 툇마루와 쪽마

루는 구분하는 것에 대한 자세한 반론도 있다. -이희봉, ｢한국건축용어정립을 위한 시도1: 툇마
루와 쪽마루｣, 건축역사연구 20(4), 2011

31) 강영환, ｢퇴와 툇마루｣, 한국건축개념사전, 동녘, 2013, 815쪽
32) 張起仁 著 ‧ 大韓建築學會 編, 建築用語集, 1958/1982
33) 김평탁 편저, 건축용어대사전, 기문당, 1982/2007 ; 이 사전의 초판 감수에는 5인(김형걸·김

정수·김희춘·함성권·신현식)이 참여하였고, 개정증보판에는 6인(김형걸·김희춘·함성권·이광노·박
윤성·신현식)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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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모두 나열한 것이다. 건축용어집(1958)에서는 툇마루에 대한 풀이는 단 한 
글자 ‘退’였다.34) 1982년에 발간된 사전에서도 ‘퇴’는 등장하지 않다가, 2007년 
개정증보 된 김평탁 편저의 건축용어대사전부터 ‘퇴’가 ‘툇마루’와 대등한 단일
항목으로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35) 그러면서 퇴는 툇마루의 상위 개념으로 분리
되어 부속 칸살, 또는 부속 집채(건물)로까지 확장되었고, 툇마루는 ‘툇간에 놓인 
마루’ 또는 ‘원 마루 밖에 놓인 마루’로 풀이되었다. 대한건축학회의 온라인건축용
어사전(2020)에서는 영어는 생략되었고 퇴에 대하여 이와 거의 동일한 정의가 
반복되었다. 단, ‘집채’를 ‘건물’로 바꾸었고 유의어로서 ‘물림간’을 추가하였으며 
‘붙여짓다’를 ‘이어짓다’로 달리 표현한 것에 차이가 있을 뿐이다. 

퇴(退) 툇마루 툇마루간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집

1958 - 退 -

1982 -

①  좁고 길게 된 툇간에 
놓은 마루
②  원 마루 밖에 좁게 
달아 낸 마루. 실마루, 
쪽마루 등

-

김평탁 편저, 
건축용어대

사전
(기문당)

1982 -

①  좁고 길게 된 툇간에 
놓은 마루
②  원 마루 밖에 좁게 
달아 낸 마루

-

2007

①  원 집채에 물려서 
달아낸 칸 또는 마루. 툇간 
‧ 툇마루
②  원 집채 주위에 딴 
기둥을 세워 붙여 지은 
좁은 칸살 또는 집채

①  툇가36)에 놓은 마루
②  방이나 마루 바깥에 
붙여 꾸민 좁은 마루의 
총칭

① 좁고 길게 된 
툇간에 놓은 마루 
②  원 마루 밖에 
좁게 달아낸 마루. 
실마루, 쪽마루 등

대한건축학회, 
온라인 

건축용어사전
[역사및의장]

2020

① 본 건물에 연결하여 
달아낸 칸(間) 또는 마루로 
물림간, 툇간, 툇마루이라고 
함. 
② 건물 주위에 기둥을 
세워 이어지은 칸살 또는 
건물.

방이나 마루 바깥에 꾸민 
좁은 마루의 총칭으로 

툇간에 놓은 마루, 
퇴마루라고도 함.

툇간에 놓은 좁고 
길게 된 마루로 

원마루 밖으로 좁게 
달아낸 마루. 

실마루‧쪽마루 등.

표 2-1. 건축용어로서의 퇴와 툇마루에 대한 정의 변천 (1958~2020)

34) 張起仁 著 ‧ 大韓建築學會 編, 앞의 책, 1958, 205쪽 
35) 이 사전에 수록된 전통건축 관련 용어들은 모두 張起仁의 한국건축대계 Ⅳ: 한국건축사전

(1985, 이하 한국건축사전)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2007년이란 시점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36) 건축용어대사전의 초판(1982)을 고려하면, 여기의 ‘퇴가’는 ‘툇간’의 오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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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의 등장과 함께 ‘툇마루간’도 등장하였다. ‘툇마루’는 물러난 바닥마루 자체
를, ‘툇마루간’은 ‘마루가 깔린 퇴칸’이란 공간을 지칭하는 인상을 준다. 이렇게 기
둥의 유무에 따른 차이를 유념한 어휘처럼 보이지만, 실제 풀이에는 기둥에 대한 
직접적인 언급이 없고 툇마루와 툇마루간 모두 퇴칸에 놓인 마루로 동일하게 풀
이되었다. 한편, ‘퇴’에 대한 풀이는 퇴가 개방된 구조인지 폐쇄된 구조인지 분명
하게 밝히고 있지 않지만, 퇴주에 벽체가 없는 개방된 구조인 경우에 치중되었다
고 판단된다. 영어 ‘veranda, porch, stoop, open corridor, balcony’가 병기되어 
있기 때문이다.37)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사전적 정의상 ‘퇴’는 툇마루와 거의 동일하게 취급
되었다가, 점차 툇마루 보다 큰 범주의 성격으로 규정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퇴는 
주택에서 흔히 쓰이는 툇마루의 줄임말로서 인식된 채 개방된 형태에 치중되어 
있는 경향이 보인다. 즉, 퇴는 ‘바닥에 마루가 깔린 개방된 구조의 달아낸 공간’을 
구체적으로 지시하는 뉘앙스가 포함되었다고 볼 수 있다. 

‘퇴칸’은 보다 추상적인 뉘앙스를 가지고 있다고 판단된다. 퇴가 단독명사로 쓰
일 때와 달리 퇴칸의 ‘퇴’는 ‘칸’을 꾸미는 수식어가 되어 ‘물러나다’라는 본연의 
의미로 전환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퇴칸은 퇴보다 일찍부터 사전에 단독 항목으
로 실렸고, ‘물림간’이라는 표현도 쓰이고 있다. 1982년 한 해에는 대한건축학회
의 건축용어집과 김평탁 편저의 건축용어대사전이 모두 발간된 해이다. 각 
사전에서 ‘퇴칸’은  ‘건물의 내진(內陣) 밖에 달아낸 외진(外陣)의 주간(柱間)’, 
그리고 ‘집채의 원 간살이에 잇달아 붙여 지은 물림간’으로 풀이되었다. 마루와 같
은 재료 또는 개폐 양상과 관련된 내용이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오로지 달아
내거나 잇달았다는 속성이 나타날 뿐이다. 퇴보다 비교적 추상적으로 풀이되었음
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두 권의 사전에 각각 풀이된 내용이기 때문에 퇴칸이 달아
낸 외진이 되어 둘러싸는 양상으로 완결된 모습을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둘러싸
지 않고 부분적으로 잇달아 붙여진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한다. 

이 두 가지 풀이는 2007년 개정증보된 건축용어대사전에서 모두 수용되어 
각기 ①번과 ③번 풀이에 그대로 실렸다. 단, ①번 풀이에서 외진의 주간 앞에 ‘폭
이 좁은’이 덧붙여진 점이 다르다. 대한건축학회의 온라인건축용어사전(2020)에
서는 좀 더 합리적인 방식으로 ‘① 안둘레간 밖에 별도의 기둥을 세워 만든 칸살’
37) 장기인, 한국건축대계 Ⅳ: 한국건축사전, 보성문화사, 1985, 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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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고 하여 두 가지 정의가 하나로 요약되었다. 즉, 내진을 ‘안둘레간’으로 순화
하고 외진이란 용어를 아예 사용하지 않음으로써 둘러싸는 것과 둘러싸지 않는 
경우를 모두 포괄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퇴칸의 폭에 대한 언급은 쓰이지 
않았다.  

2000년대에는 퇴칸에 대한 새로운 풀이가 추가된 점도 주목된다. 김평탁 편저
의 건축용어대사전 개정판(2007)에서 ‘② 정면이 여러 칸으로 된 건물에서 좌
우 끝 쪽에 있는 칸. 대개 협간보다 작게 한다.’라는 내용이다.38) 이 추가된 풀이
는 전통건축에 대한 이해가 심화되며 기존 용어의 의미 체계가 정교해진 결과라
고 볼 수 있다. 이는 온라인건축용어사전(2020)에서 말미가 더 축약되어 ‘② 정
면이 여러 칸으로 된 건물에서 좌우 끝 쪽에 있는 칸으로 작게 구성함’이 되었다. 
온라인건축용어사전에서 앞서 ‘퇴’의 정의에서는 좁다는 의미가 쓰이지 않았던 것

38) 이 풀이 역시 장기인의 한국건축사전(1985)에 기반하고 있다. -장기인, 앞의 책, 1985, 30
쪽

구분 내용 출전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집

1958 - -

1982 건물의 내진 밖에 달아낸 외진(外陣)의 주간(柱間) -

김평탁 편저, 
건축용어대사전(

기문당)

1982 집채의 원 간살에 잇달아 붙여 지은 물림간 -

2007

①  건물의 내진 밖에 달아낸 내진보다 폭이 좁은 외진의 
주간
②  정면이 여러 칸으로 된 건물에서 좌우 끝 쪽에 있는 칸. 
대개 협간보다 작게 함
③  몸채 앞뒤에 달린 칸. 또는 덧달아 낸 칸.

장기인, 
한국건축사전

대한건축학회, 
온라인 

건축용어사전
[역사및의장]

2020
①  안둘레간 밖에 별도의 기둥을 세워 만든 칸살 
②  정면이 여러 칸으로 된 건물에서 좌우 끝 쪽에 있는 
칸으로 작게 구성함

-

표 2-2. 1958~2020년 건축용어사전의 퇴칸(툇간) 대한 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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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달리, 양 끝 칸으로서의 퇴칸에서는 작은 규모에 대한 의미가 그대로 수용된 
점이 눈길을 끈다. 

이상과 같이 건축용어대사전(2007)로부터 온라인건축용어사전(2020)으로 
오면서 퇴칸에 대한 풀이는 에서 3개에서 2개로 축약되었다. ①번 풀이(안둘레간 
밖에 별도의 기둥을 세워 만든 칸살)이 평면적(平面的) 관점에 치우쳐 있다면, ②
번 풀이(정면이 여러 칸으로 된 건물에서 좌우 끝 쪽에 있는 칸으로 작게 구성함)
은 입면적(立面的) 관점을 보여준다. 이 두 개념은 매우 다르다. 전자가 ‘달아낸 
공간’이라면 후자는 ‘양 끝 칸’이며, 성립하는 조건에도 차이가 있다. 일단 이 두 
가지 개념을 각각 [평면적 퇴칸]과 [입면적 퇴칸]으로 지칭하고자 한다.

(a) 평면적 퇴칸 (b) 입면적 퇴칸

그림 2-1. 두 가지 관점에 따른 퇴칸의 의미

[평면적 퇴칸]은 퇴주(退柱)와 내주(內柱) 사이에 형성된 공간을 뜻한다.39)  
모든 경우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퇴주는 평주(平柱)에, 내주는 고
주(高柱)에 대응한다. 퇴주는 ‘툇기둥’이라고도 표기되며, 흔히 퇴칸의 외곽에 위
치한 기둥을 칭한다. 문자 뜻대로 ‘기둥을 물러나게 하다’, 혹은 ‘물러난 기둥’이라
는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40) 조선시대 문헌에서 퇴주와 비슷한 표현으로
는 ‘퇴영(退楹)’도 있다. 퇴영은 개방된 구조의 퇴칸에서 독립적으로 드러난 퇴주
39) 배창현, 앞의 논문, 2020, 54쪽
40) 대다수의 문헌에서 퇴주는 평주열의 기둥을 가리키지만 예외적인 경우도 있어 주목된다. 승정

원일기 1633년(인조11) 7월 19일자의 기록에서는 창덕궁 인정전(昌德宮 仁政殿)의 고주를 퇴
주로, 평주는 호주(戶柱)로 칭하였다. -배창현, 앞의 논문, 2020, 100~10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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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낼 때 쓰였다.41) 역시 궁궐 정전이나 편전 내부에서 자리 배치의 기준이 
된 ‘영(楹)’. 그리고 누대에서 잔을 씻고 읍양(揖讓)하는 곳을 나타낸 첨영(檐楹)
이 모두 벽체 없이 독립된 기둥인 것과 일맥상통한다. 즉, 퇴영은 개방된 퇴칸에
서 드러나는 기둥을 특정하고 있고, 퇴주는 퇴칸이 개방된 구조이든 폐쇄된 구조
이든 상관없이 쓸 수 있는 어휘였다고 판단된다. 어쨌든 [평면적 퇴칸]의 관점에
서 달아낸 공간은 퇴주로 조성되고, 달아낸 공간이 종속된 중심부 공간은 내주로 
구획된다. 결론적으로 [평면적 퇴칸]은 물러난 주체가 되는 기둥(퇴주)와 물러남
의 기준이 되는 기둥(내주)이 모두 갖추어졌을 때에 성립되는 것이다. 

한편, [입면적 퇴칸]은 내주나 몸채를 전제하지 않아도 성립할 수 있다. 주로 
건물의 정면에서 어칸(御間) 또는 정칸(正間), 협칸(夾間)42)에 이어 맨 끝에 위
치한다는 의미가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평면적 퇴칸]과의 혼동을 우려하여 맨 
끝 칸을 지시하는데 때로는 퇴칸을 쓰지 않고 협칸을 쓰기도 하였다. 華城城役儀
軌에서는 정칸을 제외한 모든 칸을 ‘협칸(夾間)’이라 하였으며, 宮闕志에서도 
정면 3칸인 경우에 한하여 좌우 칸을 퇴가 아닌 ‘협칸(挾間)’이라 기록하였다.43) 
이 경우 협칸의 문자상 의미는 ‘끼어있는 칸’이라는 원래의 뜻과 함게 ‘좁은(狹) 
칸’이라는 의미가 동시에 투영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입면적 퇴칸]은 중국건축의 초칸(稍間)과 유사하고, [평면적 퇴칸]은 
중국건축의 랑(廊)과 유사하다. 이러한 퇴칸의 다층적 함의는 우리나라가 중국에 
비하여 건축언어가 세부적으로 발달하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어쨌든 [평
면적 퇴칸]은 반드시 퇴주와 내주가 모두 있어야 형성되지만, [입면적 퇴칸]은 모
든 건물이 갖는 양쪽 끝 칸을 지시할 뿐 내주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다. 

41) 퇴영은 화성성역의궤에서 화성행궁 내 장락당(長樂堂), 노래당(老來堂), 유여택(維與宅), 득
중정(得中亭)의 공간구조를 서술하는데에도 쓰였다. 이 건물들은 고주열에 벽체와 창호가 설치
되었고 퇴칸은 모두 열려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즉, 퇴영은 모두 개방형 퇴칸에 세워진 독립기
둥을 뜻하였다. 한편, 화성성역의궤에서는 퇴주는 사용되지 않았고 평주(平柱)가 사용되었다. 
-경기문화재단,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 2007, 111쪽

42) 김왕직, 알기쉬운 한국건축용어사전, 동녘, 2007
43) 영건의궤연구회, 위의 책, 2010, 640쪽 ; 대다수의 선행연구에서도 양 끝 칸을 의미할 때 퇴칸 

보다는 협칸을 더 많이 쓴다. 공간적 의미가 강한 [평면적 퇴칸]이 외관에 치중된 [입면적 퇴
칸] 보다 익숙하고, 평면적 퇴칸은 분명한 대체어가 없는 반면, 입면적 퇴칸은 협칸으로 대체한 
용례가 전근대 시기 문헌에서도 흔하게 발견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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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청대 건축과 조선시대 건축의 각 칸 명칭
(출처: (左) 梁思成 著, 淸式營造則例, 北京: 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81, 103쪽 위 재작도 / 

(右) 김왕직, 앞의 책, 2007 해당 내용을 창덕궁 통명전 평입면도를 바탕으로 재구성)

이와 같이 퇴칸은 마루 설치나 개방 여부를 떠나 달아낸 공간 자체를 의미하는 
측면이 ‘퇴’보다 강화되어 있다. 이 점은 [평면적 퇴칸]에 해당한다. 그리고 양 끝 
칸을 지시하는 [입면적 퇴칸]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퇴칸의 의미는 다
층적이고 복잡하기 때문에 몇 가지 퇴칸에 대한 고정관념을 검토하면서 그 특성
을 세 가지 정도로 구체화해보고자 한다. 

첫째, 퇴칸은 다양한 크기로 만들어질 수 있다. 온라인건축용어사전(2020)의 
①번 풀이에서 다룬 ‘달아낸 공간’, 즉 ‘평면적 퇴칸’에는 ‘좁다’는 어휘가 빠졌고, 
②번 풀이에서 다룬 ‘양 끝 칸’, 즉 ‘입면적 퇴칸’에는 ‘작게 구성한다’는 어휘가 유
지되었다. 평면적 관점으로는 퇴칸이 넓게 구성될 수도 있음이 담겨 있지만, 입면
적 관점에서의 퇴칸은 좁아야만 한다는 인식이 엿보인다. 입면적 퇴칸은 협칸보
다 작게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지만, 그렇지 않다고 해서 퇴칸이 성립하지 않는 것
은 아니다. 예를 들어 경복궁 경회루(景福宮 慶會樓)를 살펴보자. 정면 7칸, 측면 
5칸의 이 대형 누각은 퇴칸이 협칸 보다 넓다. 맨 끝의 넓은 칸을 퇴칸이라고 부
를 수 있는 이유는, 외곽에 놓인 24개의 기둥을 퇴주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
다. 경복궁영건일기에서 경회루 가장자리의 네모난 기둥은 모두 ‘退柱’로, 내주
로 볼 수 있는 나머지 중심부의 둥근 기둥은 모두 ‘御間圓柱’로 기록되었다. 경회
루의 전후퇴칸과 좌우퇴칸은 서로 다른 너비를 가지고 있고 정도의 차이는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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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협칸보다 모두 넓다. 이처럼 한 건물에서 퇴칸이 반드시 가장 좁은 칸은 되어
야 하는 것은 아니다.  

【경복궁영건일기(景福宮營建日記)】, 卷1, 1865년(을축년, 고종 2) 5월 26일

경회루(慶會樓)의 석주(石柱) 1개를 삼청동(三淸洞)에서 떼어내어 묶어서 끌어왔다. 금위대장 

이경하(李景夏)가 휘하의 자원한 병사 300명을 데리고 1일 반 동안 끌어서 궁 안으로 가져왔

다. 석주는 길이 16자 4치, 아랫너비 3자, 윗너비 2자 4치다. 이것은 아직 다듬지 않은 것이

므로 옛 기둥보다 (退柱는 길이 15자 5치, 아랫너비 2차 8치, 윗너비 2자 2치이며44) 御間圓

柱는 길이 12자 5치다.) 약간 여유가 있다. 누(樓)는 모두 35칸으로 기둥이 48개인데 훈련도

감, 금위영, 어영청의 3영에서 각각 16개를 담당하여 떠서 가져왔다.45) 

(a) 평면도 (b) 정면도

그림 2-3. 경복궁 경회루의 협칸 보다 넓은 퇴칸
(출처: 문화재청, 경회루실측조사및수리공사보고서, 2000)

둘째, 퇴칸은 개방적인 구조와 폐쇄적인 구조를 둘 다 취할 수 있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건축용어사전에는 퇴칸에 대하여 개방된 구조로 한정하는 언급이 일절 
없다. 외부로 열린 상태를 뜻하는 영어로 된 어휘를 나열하였던 퇴의 경우와 대조
적이다. 조선시대에는 내부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퇴주를 세운다고 표현하였다. 
17세기 전반에 종묘 영녕전(永寧殿)의 익실(翼室)에 전후퇴칸을 증축하는 일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 영녕전에서 익실이란 목조(穆祖), 익조(翼祖), 도조(度祖), 
환조(桓祖)의 위패가 봉안된 중앙 4칸의 좌우로 놓인 실을 의미한다. 현재는 중
앙 4칸과 좌우 익실 보 방향 길이가 전후퇴칸을 포함하여 모두 동일하지만, 이때

44) 이 기록에서 퇴주와 어칸주의 길이는 서로 바뀌어서 잘못 기록된 것으로 보인다. 
45) 서울역사편찬원, 국역 경복궁영건일기 1, 2019, 12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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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영녕전은 임진왜란 이후 1607년(광해 즉위년)에 재건된 상황으로서 전후퇴칸
은 중앙 4칸에만 있었다. 1663년(현종4), 익실의 북벽에 설치한 감실(龕室) 앞 
공간이 좁으니 익실 앞과 뒤 모두 퇴주를 세워 넓히자는 의견이 보고되었다. 여기
서 말하는 퇴칸은 내부 공간의 일부를 뜻함을 알 수 있다. 이때의 의견이 일부 받
아들여졌고 익실에도 전후퇴칸이 생겨 중앙 4칸과 동일한 보 방향 깊이를 갖게 
되었다. 단, 실내 공간에 통합된 것은 후면의 퇴칸이고 전열 내주열에 벽체가 생
겨나 전면 퇴칸은 열린 구조가 되었다. 주지하듯 개방된 전면 퇴칸은 제사를 드리
는 전각의 고정된 형식이었다. 이후 영녕전은 점차 좌우 익실이 각각 6칸으로 증
축되면서 현재 모습을 갖추게 되었다.46)

【현종실록(顯宗實錄)】, 卷6, 1663년(현종4) 4월 3일 1번째 기사 

어떤 이는 말하기를 ‘익실의 뒤에 툇기둥[退柱]이 없어서 감실(龕室)을 북벽(北壁)에 설치했는

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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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은 실로 절

충하기가 어렵습니다. 전후로 툇기둥을 세우자는 설이 개수하는 뜻에 합당한 것 같이 여겨집

니다만, 그렇다고 감히 단정 지을 수도 없으니, 예관으로 하여금 품정(稟定)케 하소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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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1607년 재건된 추정평면도 (b) 현황평면도

그림 2-4. 종묘 영녕전 평면도
(출처: 정기철, ｢현종 4년 영녕전 개수 논의의 전개｣,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19(9), 2003, 131, 132쪽) 

셋째, 퇴칸은 본체와 동일한 지붕 아래 또는 별도의 지붕을 형성할 수 있다. 안
동 도산서당(陶山書堂)은 작은 규모의 건물이지만 부분적인 퇴칸으로서 가능한 
상부 구조 형식이 모두 결집되어 있다. 성재 금난수(琴蘭秀, 1530~1604)는 도산

46) 정기철, ｢현종 4년 영녕전 개수 논의의 전개｣,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19(9),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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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당 서측의 반칸(半間)과 북측의 반침(半寢)을 조성하는 작은 각기둥들과 동측
으로 멀리 떨어진 얇은 팔각기둥 한 쌍을 모두 ‘퇴주’로 칭했다. 서측의 반칸과 북
측의 반침은 실내화 된 퇴칸이며, 동측의 익첨은 개방된 퇴칸인데 특이한 방식으
로 마루가 깔렸다. 북측의 퇴칸은 몸채의 경사진 지붕면이 돌출되어 조성된 처마 
아래에 있어 지붕이 별도로 조성되지 않았고, 동측과 서측의 퇴칸은 각기 별도의 
지붕을 갖고 있다. 금난수는 동측 퇴칸의 지붕을 익첨(翼檐)이라 칭했다. 

【성재집(惺齋集)】, 卷3, ｢도산서당영건기사(陶山書堂營建記事)｣ 
암서헌은 볕이 잘 드는 남향으로 3칸 제도를 취하였다. 삼면에 퇴주를 세우고 동면은 익첨을 

덮었는데 매우 수려하였다(巖栖軒, 位勢面陽, 用三間之制, 而三面立退柱, 東面覆翼簷, 故頗極

瀟灑).47) 

 

그림 2-5. 안동 도산서당의 삼면을 둘러싼 퇴주와 동측 익첨(翼簷)
(출처: 안동군·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도산서원 실측조사보고서, 1991, 224, 228쪽 위 표기)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퇴칸’은 ‘퇴’라는 어휘보다 공간적 의미가 강조된, 오
해의 소지 없이 쓰일 수 있는 분명한 어휘며, 퇴칸은 [평면적 퇴칸]과 [입면적 퇴
칸]이라는 두 가지 차원의 개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또한 달아낸 공간으로서
의 [평면적 퇴칸]에는 반드시 내주와 퇴주가 있고 다양한 너비와 지붕구조가 가
능한데, 좁은 너비 혹은 넓은 너비로도 조성될 수 있으며, 외부를 향해 개방될 수
도 있고 내부 공간에 통합될 수도 있다. 그리고 지붕이 퇴칸과 본채를 하나로 덮
는 형태가 될 수도 있으며, 퇴칸 지붕이 별개로 형성되어 퇴칸의 공간 형식은 구
조와 형태가 일정치 않다. 

47) 김동욱, 도산서당 선비들의 이상향을 짓다, 돌베개, 2012, 113쪽 번역문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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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기둥 배열에 따른 평면유형 분류의 한계
한국 전통목조건축의 방형 평면을 대상으로 평면유형은 크게 내주 유무에 따라

서 ‘통칸형(通間形)’과 ‘비통칸형(非通間形)’으로 분류된다. 내주가 없으면 모두 
통칸형이며,48) 내주가 있는 비통칸형은 다시 내주의 위치에 따라 나눌 수 있다. 
내주가 전열(前列)에 치우쳐 있으면 ‘전퇴형’, 내주가 후열(後列)에 치우쳐 있으
면 ‘후퇴형’이 된다. 내주가 치우쳤다는 것은 퇴칸의 너비는 좁다는 시각이 투영된 
것이다. 내주가 치우침 없이 중앙에 있는 경우는 대개 문인 경우가 많아서 ‘문형
(門形)’으로 구분된다. 그리고 내주가 양 측벽으로 치우쳐 있으면 ‘좌우퇴형(左右
退形)’이 되고, 내주가 전열과 후열에 모두 동등하게 치우쳐 있으면 ‘전후퇴형(前
後左右形)’이 되는데, 통상적으로 모퉁이에 위치한 내주의 측벽과의 거리와 전후
벽과의 거리가 같으면  ‘전후좌우퇴형’으로 구분한다. 이를 다시 바꿔 말하면 네 
모퉁이칸이 가로로 긴 장방형(長方形)이면 ‘전후퇴형’, 세로로 긴 장방형이면 ‘좌
우퇴형’, 정방형(正方形)이면 ‘전후좌우퇴형’이 되는 것이다.49) 

그림 2-6. 퇴칸의 유무 및 위치에 따른 평면유형 구분 

이상과 같은 분류 방식은 평면에서 확인되는 기둥의 배열 양상만으로 퇴칸의 
위치를 가늠한 것이다. 하지만 퇴칸의 가장 중요한 속성이 달아낸 공간이라는 점

48) 내주가 없다는 의미에서 무주형(無柱形)이라고도 부를 수 있다.
49) 이러한 평면 구분은 문화재청, 영조규범조사보고서, 2006의 내용에 좌우퇴형을 추가한 것이

다. 해당 보고서는 통칸형과 후퇴형 등이 주를 이루는 불전을 중심으로 평면유형을 나누었기 때
문에 좌우퇴형이 포함되지 않은 듯하다. 전각에서 좌우퇴형은 흔하지 않지만, 조선 중기 왕릉의 
8칸 정자각(丁字閣), 19세기 말 이후 궐내 선원전(璿源殿)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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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고려한다면, 상부 구조에 대한 고려 없이 평면만으로 퇴칸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에는 명백한 한계가 있다. 내주의 유형에는 고주(高柱) 뿐만 아니라 차두주(借
頭柱)와 외편주(外偏柱) 및 내편주(內偏柱)가 있기 때문이다.50) 고주와 차두주까
지는 대들보와 퇴량이 모두 있어 퇴칸을 어느 정도 구분할 수 있지만, 외편주와 
내편주의 경우에는 하나의 대들보가 걸쳐지고 그 아래에 내주가 받쳐지는 형상이
기 때문에 달아낸 공간인 퇴칸이 형성되었다고 보기에 다소 어색한 지점이 발생
한다. 

그림 2-7. 전통목조건축의 내주 유형
(출처: 전봉희‧이강민, 3칸x3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167쪽 재편집)   

평면유형 명칭에 퇴칸을 포함하는 기존 방식을 취하지 않고 새로운 방식으로 
명칭을 제시한 연구도 있다. 이 선행연구는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전각을 주
요대상으로 기존 전퇴형을 ‘후열감주형’으로, 기존 후퇴형을 ‘전열감주형’으로 지
시하였다. 그리고 내주가 모두 생략된 유형을 ‘무주형’, 내주가 모두 생략되지 않
은 유형을 ‘통칸정치형’, 전열 내주가 감주되고 후열 내주가 옮겨진 유형을 ‘후열
이주형’, 그리고 ‘무주형’으로 구분하였다.51) 이와 같은 용어를 쓰면 달아낸 공간
으로서의 퇴칸 여부와 상관없이 기둥의 배열만으로 평면유형을 지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이 선행연구는 상위 분류 체계로서 ‘통칸형’과 ‘퇴칸형’을 제시하였다. 통칸형에
는 앞서 언급한 통칸정치형, 후열감주형, 전열감주형, 후열이주형, 무주형이 해당
하고, 퇴칸형에는 전퇴감주형이 해당한다. 전퇴감주형은 퇴칸을 개방된 형태로 드
러나는 경우로 제한한 점이 특수하다. 이렇게 방식은 매우 유용한데, 퇴칸의 개방 
여부 하나만으로 상부 구조를 짐작할 수 있게 하기 때문이다. 개방된 퇴칸은 대개 

50) 이우종, 단층 불전 내주의 결구 및 배열 방식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
사학위논문, 2000

51) 전봉희‧이강민, 3칸x3칸,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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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간의 효율적인 밀폐를 위하여 고주가 사용되기 마련이다.52) 반면, 폐쇄되
어 내부와 통합된 퇴칸은 평면상의 기둥 배열만으로는 달아낸 공간인지 판단이 
어렵다. 결국 평면도 외에 다른 수단으로 상부구조를 확인하여 내주가 어떤 유형
인지를 파악할 필요가 생기게 된다.       

      

그림 2-8. 선행연구의 3x3칸 구성유형 분류
(출처: 전봉희‧이강민, 앞의 책, 2006, 100쪽 재편집) 

이상과 같은 내주의 유형에 대한 고려는 주로 퇴칸이 전후퇴로만 생겨나는 경
우만을 염두에 둔 것이다. 편의상 전후퇴를 보 방향의 퇴칸, 좌우퇴를 도리 방향
의 퇴칸이라고 하자. 퇴의 본질적인 속성인 ‘달아내는 공간’의 사례를 살피면, 대
개 달아내는 방향에 따라 서까래의 방향이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보 방향
의 퇴칸에서는 기존 지붕면과 자연스럽게 융화될 수 있었다. 그러나 도리 방향의 
퇴칸은 지붕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의 문제가 생긴다. 도산서당의 사례와 같이 
동쪽과 서쪽의 퇴주는 모두 달아낸 방향으로 ‘처마(檐)’가 드리워지고, 이와 같이 
맞배지붕의 박공벽에서 달아낸 외쪽지붕을 안동·영천 지역의 방언으로 ‘가적’이라 
한다.53) 

52) 예외적인 소수의 사례로 북한 평안북도 향산군에 위치한 보현사 영산전(普賢寺 靈山殿)과 같
이 대들보 아래에 개방된 퇴칸이 형성되는 경우도 있다.       

53) 장기인, 한국건축대계 Ⅳ: 한국건축사전(재판), 보성각, 1998, 15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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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안동 도산서당의 동서측 퇴칸과 처마 방향
(출처: 안동군·영남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앞의 책, 1991, 230쪽 위 음영표기)    

해남 방춘정(海南 芳春亭)은 1871년(고종8)에 정면 3칸, 측면 2칸으로 중건되
었고 여기에 1941년경 양 옆 퇴칸이 증축되어 현존하고 있다.54) 추녀를 활주(活
柱)로 받친 기존 팔작지붕 처마 아래로, 퇴칸을 덮는 외쪽지붕이 추가되어 독특한 
외관을 가지고 있다. 이와 유사하게 안동 도산서당이나 영천 숭렬당(永川崇烈堂), 
경주 성산서당(慶州 聖山書堂) 등 본체가 맞배지붕이고 양 옆에 외쪽지붕을 가진 
사례는 많다. 하지만 방춘정과 같이 본체가 팔작지붕인 경우는 매우 드문 편이다. 
맞배지붕의 박공면에 달린 외쪽지붕이 아니기 때문에 ‘가적’보다는 ‘부섭지붕’으
로 부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된다.55) 어쨌든 도리 방향의 퇴칸도 처마가 드리
워지는 일정한 방향이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 이와 같은 퇴칸의 처마 방향 때문에 
퇴주는 본체의 기둥보다 짧은 경우가 일반적이다. 건축용어사전에서 퇴주를 ‘퇴를 
달아낸 건물에서 조금 낮게 된 기둥’으로 정의한 것도 이 때문이라고 볼 수 있
다.56)   

그림 2-10. 해남 방춘정 평면도와 단면도
(출처: 해남군, 해남 방춘정 국가 지정 문화재 승격을 위한 보고서, 2020, 72, 74쪽 위 음영표기)  

54) 해남군, 해남 방춘정 국가 지정 문화재 승격을 위한 보고서, 2020, 36쪽
55) 장기인, 앞의 책, 1998, 154쪽
56) 김평탁 편저, 앞의 책, 기문당, 2007, 119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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넓은 범위에서 처마는 맞배지붕의 측면부 도리뺄목 밑도 포함하는 경우가 있으
나,57) 처마는 기본적으로 서까래가 내려와 지붕면이 형성되는 방향으로만 한정하
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처마의 어원 자체가 도리 방향에 해당하는 성격을 
가졌기 때문이다. 설문(說文)에서 첨(檐)에 대한 설명은 㮰, 梠, 楣와 같은 도
리이거나 평고대를 뜻하는 부재명이 제시되어 있다.58) 또한, 18세기 영조(英祖)
는 왕릉 정자각(丁字閣)의 맞배지붕에 대하여 “단지 풍차(風遮)가 있을 뿐이어서 
좌우처마(左右檐下)가 없다.”고 비판하였다.59) 이러한 기록들은 맞배지붕 박공면
에서 도리뺄목으로 형성되는 돌출부를 처마로 인식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좌우로 달아낸 공간의 처마 방향이 일반적인 경우와 다르다고 해서 퇴
칸이 성립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도리 방향이나 보 방향 모두 퇴칸과 처마의 방
향이 일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 까닭은 이러한 방식이 본채의 지붕을 건드리지 
않고 유지하면서 달아낸 공간에만 지붕을 씌우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기 때문이
었다. 조선시대 왕릉 정자각에서는 퇴칸이라고 불린 공간에 기존 맞배지붕의 도
리를 연장하여 지붕을 해결한 경우가 더 많다. 소위 8칸 정자각이라고 분류되는 
이들은 원형인 5칸 정자각에서 정전(正殿)에 좌우퇴(左右退)를, 배위청(拜位廳)
에 전퇴(前退)를 추가하여 총 3칸이 늘어난 것인데,60) 현재 남아있는 8칸 정자각
은 선릉(宣陵), 정릉(靖陵), 휘릉(徽陵), 숭릉(崇陵), 익릉(翼陵), 그리고 의릉(懿
陵)의 총  6개동이다.61) 여기에서 팔작지붕인 사례는 유일하게 숭릉이 해당하고, 
나머지는 모두 맞배지붕으로 좌우퇴와 전퇴가 모두 본채의 맞배지붕이 연장되어 
덮여있다. 대다수의 8칸 정자각이 숭릉과 같이 팔작지붕이었다가 선자연이 빠지
는 등의 문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맞배지붕으로의 수정이 이루어졌다.62) 

57) 장기인, 한국건축대계 Ⅴ: 목조(재판), 보성각, 2004, 289쪽 ;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上), 
열화당, 1983, 320쪽

58) 檐(簷), 㮰也。㮰, 梠也。楣, 秦名屋 聯也。齊謂之檐，楚謂之梠。; 배창현, 앞의 논문, 2020, 
27-28쪽 재인용

59) 승정원일기 1756년(영조32) 4월 28일 20번째 기사
60) 승정원일기, 1639년(인조17) 8월 9일 5번째기사, 1681년(숙종7) 8월 8일 14번째기사, 

1706년(숙종32) 8월 19일자 17번째기사
61) 광릉(光陵), 태릉(泰陵), 효릉(孝陵), 강릉(康陵), 그리고 영릉(寧陵) 정자각들도 원래는 팔작

지붕의 8칸 정자각이었는데, 훗날 정전의 좌우퇴칸이 철거되면서 맞배지붕의 6칸 정자각이 되
었다. -김왕직, ｢조선왕릉 8간(間) 정자각 고찰｣,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 2008

62)  숙종대와 영조대에 왕릉 정자각의 사면충연(四面衝椽)에 쓰인 선자연이 빠졌다는 기록과, 사
면충연은 튼튼한 풍차만 못하다는 기록이 다수 등장한다. -승정원일기, 1703년(숙종29) 2월 
12일 13번째기사, 1701년(숙종27) 8월 23일 4번째기사, 1731년(영조7) 5월 24일 19번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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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맞배지붕의 8칸 정자각은 퇴칸과 처마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잘 보여준다. 

(a) 맞배지붕의 8칸 정자각
: 퇴칸과 처마 방향 불일치

(b) 팔작지붕의 8칸 정자각
: 퇴칸과 처마 방향 일치

그림 2-11. 조선왕릉 8칸 정자각에서의 퇴칸과 처마 방향 

이상의 내용을 종합하면, 퇴칸을 통한 평면형식의 분류는 평면상 보이는 기둥
의 배열만으로는 알 수 없으며, 상부 구조 확인을 통해 내주가 고주인 경우로 한
정시킬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체의 처마가 드리워지는 보 방향의 퇴칸은 자연스
럽게 내주는 높은 고주, 퇴주는 낮은 평주여야만 하는 관계가 성립한다. 하지만 
도리 방향 퇴칸의 지붕은 본체의 지붕형식에 따라 명칭도 달라지고 본체가 맞배
지붕일 경우 도리를 그대로 연장하여 처리될 수도 있으므로 퇴주와 내주의 높낮
이 차이를 단정 지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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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3. 방형이 아닌 다각형 평면의 사례
방형이 아닌 다각형 평면에서도 퇴칸의 성립 조건이 되는 퇴주와 내주의 관계

가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방형이 아닌 다각형 건물은 하나의 중심점을 갖는 모
임지붕만을 갖기 때문에, 퇴칸의 처마 방향도 중심점을 향해 있고 높은 내주와 낮
은 퇴주가 예외 없이 일정하게 나타난다. 전통목조건축에서 대표적인 다각형 평
면으로는 정육각형과 정팔각형이 있는데, 크기에 따라서 퇴칸이 있는 경우도 있
고 퇴칸이 없는 경우도 있다. 그리고 현존하는 조선시대 사례에서는 퇴칸이 있는 
경우에는 내주의 개수가 해당 꼭지점의 개수와 동일한 사례가 대부분이다. 

(a) 화성 서장대       (b) 탑골공원 팔각정

그림 2-12. 방형이 아닌 다각형 평면에도 유효한 퇴주와 내주의 관계 

조선시대 사찰 또는 궁궐에서 사용된 다각형 평면의 사례를 나열하면 다음 표
와 같다.63) 이중에서 중심을 위요하는 퇴주와 내주가 동시에 확인되어 퇴칸이 있
다고 볼 수 있는 경우는 총 4건이며, 반대로 퇴칸이 없는 경우는 6건이다. 이 두 
경우를 가르는 기준은 시기보다는 규모와 관련이 깊다.  

퇴칸이 없는 다각형 평면 사례 중에서 가장 큰 규모는 합천 해인사 독성각(海
印寺 獨聖閣)이다. 이 사례의 육각형이 외접하는 원의 지름은 6.2m에 달한다. 하
지만 해인사 독성각은 1940년에 세워졌고64) 시기적으로 매우 후대의 것이기 때
문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요약하면 전근대 시기의 사례 중에서 
내주가 없는 다각형 평면은 외접원 지름은 5.2~5.5m 정도에 그쳤다.

63) 궁궐건축에 해당하는 다각형 평면을 가진 건축물의 사례는 차주환, ｢조선후기 궁궐건축 중 모
임지붕의 평면과 상부 구조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7
과 <강화부궁전도>, 신문기사를 참조하였다. 

64) 문화재청, 합천 해인사 정밀실측조사보고서(하),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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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칭 건립시기 층수 형태 외접하는 
원의 지름

퇴칸 
유무

1 정양사 약사전 16세기 이전 1 육각 10m ● 

2 창덕궁 존덕정 1644년(인조22) 1 육각 6.7m ● 

3 창덕궁 삼삼와 18세기 1 육각 - x

4 창덕궁 
평원루(상량정)65) 1847년(헌종13) 2 육각 - x

5 강화부행궁 척천정 18세기 1 육각 - x

6 경복궁 향원정 1873년(고종10) 2 육각 5.5m x

7 경복궁 팔우정 1891년(고종28) 2 팔각 5.2m x

8 환구단 황궁우 1899년(고종36) 1 팔각 13.4m ● 

9 탑골공원 팔각정 1903년(고종40) 1 팔각 8.5m ● 

10 해인사 독성각 1940년 1 육각 6.2m x

표 2-3. 사찰과 궁궐 내 현존하는 다각평 평면의 대표 사례 

퇴칸이 있는 다각형 사례로 금강산 정양사 약사전(正陽寺 藥師殿), 창덕궁 존
덕정(昌德宮 尊德亭), 환구단 황궁우(圜丘壇 皇穹宇), 탑골공원 팔각정(八角亭)
이 있다. 외접원 지름이 6.7~13.4m에 분포한다. 퇴칸이 없는 경우 외접원 지름은 
5m 내외를 넘지 않는 수준임을 감안하면 차이가 크다.  

금강산 정양사 약사전은 현존하는 유일한 정육각형 불전이다. 건립 시기는 정
확히 알 수 없지만 정양사 내 육면각(六面閣)의 기이한 형태에 대한 기록이 16세
기 이후부터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16세기 이전으로 추정된다.66) 일제강점기에 
촬영된 사진에 의하면, 조선 후기에 추가된 것으로 보이는 주변을 에워싼 6개의 
퇴주와 이들을 연결하며 처마를 받치는 창방 부재가 확인된다. 별도의 지붕 구조
가 형성된 것은 아니니 보첨(補簷)이나 차양칸(遮陽間)67)으로 부르기엔 부적합

65) 상량정은 일제강점기 때의 명칭으로, 평원루라 부르는 것이 타당하다. 
66) 강병희, ｢정양사 약사전의 건축사적 변천 –금강산 기행문을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12(3), 2003, 163,16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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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퇴주 머리가 창방 부재로 엮여 있어 일반적인 활주(活柱)와도 다르다. 실측
도에 의하면68) 내주 중심선으로 파악한 중심부 육각형이 외접하는 원의 지름은 
약 6.6m, 주위퇴칸의 너비는 1.7m로 전체 육각형의 외접원 지름은 약 10m로 파
악된다. 그러나 이 주위퇴칸은 일제강점기 사진 속에서만 확인되며, 현재는 퇴주
와 창방이 철거된 것으로 보인다.  

(a) 평면도와 종단면도 (b) 조선고적도보7

그림 2-13. 정양사 약사전 퇴주의 위치 추정 

창덕궁 존덕정은 1644년(인조22)에 후원에 건립된 정육각형 정자로, 처음에는 
육면정(六面亭)이라 불렀다가 이후 숙종의 어제(御製)로 존덕정으로 개칭되었
다.69) 중심부 기둥 1개 당 3개의 퇴주가 형성되어 보첨형 퇴칸을 이루고, 퇴주가 
별도의 처마를 지지하고 있다. 중심주의 기둥과 퇴주의 거리는 약 3자(917mm)
로 매우 좁은 편이며, 육각형이 외접하는 원의 지름은 외곽의 퇴주열을 기준으로 
약 6.7m이이며, 내주열 기준으로는 약 4.8m이다.    

67) 이 연구에서 의미하는 차양칸은 보첨의 일종으로 ‘기둥으로 지지하는 별도의 처마’를 뜻한다.
(강영환, ｢한국 전통건축의 보첨과 차양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5(12), 2009 참조하여 재구성)

재료에 따라 송붕, 송첨, 판첨

보첨(補簷) ① 까치발 사용하는 경우 (송붕, 송첨, 판첨, 풍채) 
지지 방식에 따라

② 기둥을 두는 경우 (차양 또는 차양칸)

68)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문화재 해설집Ⅱ: 사찰건축, 1998, 92쪽
69) 尊德亭在淸讌閣東北有池曰半月仁祖甲申建初稱六面亭後改名曰尊德 橋南置曰影臺以測晷刻 -御

製宮闕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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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양사 약사전 (b) 창덕궁 존덕정

그림 2-14. 퇴칸이 있는 육각형 사례 

1897년(고종34) 처음 조성된 환구단(圜丘壇)에 1899년(고종36) 완공된 황궁
우(皇穹宇)는 우리나라에서 퇴칸이 2중으로 형성된 현존하는 최대 규모의 팔각형 
목조건축물 사례다. 일단 외부에는 5자(1,500mm) 너비의 보첨형 퇴칸이 있고, 
내부에도 5자(1,530mm) 너비의 퇴칸이 조성되어 온칸물림 방식으로 중층을 구
성하고 있다.70) 총 3개의 처마를 가지고 있어 3층 전각으로 분류될 때가 있지만, 
온칸물림의 중층 구조인 중심부를 기준으로 보첨이 덧달린 2층 전각으로 보는 것
이 합당하다고 여겨진다. 보첨부의 퇴주열을 기준으로 전체 팔각형이 외접하는 
원의 지름은 약 13.4m이다. 한편, 탑골공원 팔각정(八角亭)은 1903년(고종43) 
대한제국 황실의 음악연주소로서 세워진 개방형 팔각형 전각이다.71) 팔각정의 전
체 크기는 2중 구조를 이루는 황궁우의 내부 공간보다 약간 작은데, 팔각정의 퇴
칸 너비는 6자(1,695mm)로 퇴칸이 있는 다각형 평면 사례 중에서 가장 넓다. 퇴
주열을 기준으로 팔각형이 외접하는 원의 지름은 8.5m이다.      

(a) 환구단 황궁우 (b) 탑골공원 팔각정

그림 2-15. 퇴칸이 있는 팔각형 사례 

70) 문화재청, 환구단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2, 115쪽
71) 서울특별시 종로구, 탑골공원 팔각정·오운정: 정밀실측보고서, 2011, 58~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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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살펴본 다각형 평면을 가진 사례의 특징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
다. 내주의 개수는 각 꼭지점의 수와 같고, 퇴주열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가장자
리를 위요하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양상은 비교적 후대에 정립된 것으로 
보인다. 상부구조가 사라진 고대의 다각형 건물지에서는 내주의 개수와 배치 양
상이 매우 다양하기 때문이다. 고대 건축에서는 주로 육각형보다 팔각형이 주를 
이루며, 구각형과 십이각형도 있다. 그리고 내주가 도형의 꼭지점에 정확하게 대
응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아래 표는 고구려와 통일신라에 해당하는 
다각형 건물지 사례를 수집한 것이다. 다각형 건물지는 백제 영토에서는 크게 발
견된 적이 없고 고구려에서는 사찰의 목탑을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하지만 고구
려의 다각형 불탑 중에서 내부 구조를 알 수 있는 수준으로 발굴된 것은 거의 없
고 대개 기단 크기를 통해 전체적인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정도다. 외접원 지름 
20m 내외의 초대형 건물지이므로 필히 내주열이 형성되어 있었다고 추정되지만, 
정확하게는 알 수 없다. 내주가 분명하게 발견된 다각형 건물지는 환도산성, 경주 
나정, 이성산성 정도로 매우 제한적이다. 

명칭 건립시기 구분 형태 외접원 지름 퇴주 - 내주 수

1 환도산성 팔각건물지① 3세기 고구려 8각 7.7m 8 - 14

2 환도산성 팔각건물지② 3세기 고구려 8각 7.7m 8 - 14

3 토성리사지 목탑지 5세기 고구려 8각 18.2m

미확인
(기단부만 
발굴됨)

4 상오리사지 목탑지 5세기 고구려 8각 21.8m

5 정릉사지 목탑지 5세기 고구려 8각 17.6m

6 청암리사지 목탑지 5세기 고구려 8각 23m

7 영묘사지 목탑지 8세기 통일신라 8각 11.5m

8 경주 나정 7세기 통일신라 8각 18.4m 24 – 12 - 4

9 이성산성 팔각건물지 8세기 초 통일신라 8각 6~7m 8 - 1

10 이성산성 구각건물지 8세기 초 통일신라 9각

11 이성산성 십이각건물지 8세기 초 통일신라 12각

표 2-4. 고구려와 통일신라 다각형 건물지 목록
(출처: 안대환‧김성우,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 팔각 건물지의 성격과 역사적 전개 –유구비교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9(8), 2013 재인용) 



- 39 -

환도산성(丸都山城)의 팔각건물지는 내주가 발견된 다각형 건물지 중 시기적으
로 가장 빠르다. 환도산성은 중국 길림성 집안시에 위치하는데, 궁궐 유적은 3세
기 경 조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여기에는 쌍둥이 같이 동일한 팔각형 건물지 2
동이 있다. 발굴도면을 통해 2개의 꼭지점 당 하나의 내주가 있고, 그 외 중심부
에 십자형을 그리는 내주열이 형성되어 총 14개의 내주 위치가 확인된다. 이때 
퇴주열을 기준으로 팔각형이 외접하는 원의 지름은 약 7.7m으로 창덕궁 존덕정
과 탑골공원 팔각정 사이에 해당한다. 

경주 나정(蘿井)은 팔각형 평면형태에 퇴주의 개수와 내주의 개수가 상당히 많
은 편이다. 일단 기둥열이 총 3개가 형성되어 있으며 가장 외곽의 퇴주열은 한 변
을 일정하게 3등분하는 위치에 퇴주 자리가 남아있다. 그 다음의 내주열은 4개의 
방향으로 각기 3개의 기둥자리가 있고, 가장 안쪽의 내주열은 4개의 기둥자리가 
있다. 가장 외곽의 퇴주열을 기준으로 팔각형이 외접하는 원의 지름은 약 18.4m 
추정되며, 이는 환구단 황궁우보다도 5m 가량 큰 치수다. 

(a) 환도산성 팔각건물지 (b) 경주 나정 건물지 (c) 이성산성 팔각건물지

그림 2-16. 고대 팔각형 건물지의 내주 배열 
(출처: 안대환‧김성우, 앞의 논문, 2013 재편집)

경기도 하남 이성산성(二聖山城)은 8세기 초 통일신라기에 해당하며 이곳에서
는 팔각형뿐만 아니라 9각, 12각형의 다양한 다각형 평면형태를 가진 건물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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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굴되었다. 이 중에서 내주가 확인되는 것은 팔각형 건물지인데, 4개의 내주 안
에도 하나의 심주(心柱)가 있었다.72) 4개의 내주도 환도산성과 경주 나정 사례와 
달리 틀어져서 팔각형 꼭지점을 잇는 선상에 놓여있다는 점이 특이하다. 발굴도
면상 외접원 지름은 6~7m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창덕궁 존덕정에서 차양
칸을 포함한 규모와 비슷하다. 

이처럼 퇴칸은 방형이 아닌 육각형 또는 팔각형 건물에서도 논의할 수 있는 대
상이다. 전근대 시기의 사례를 살피면 외접원 지름이 대개 6m 이하면 내주 없이 
조성될 수 있지만, 7m 이상일 때에는 퇴칸이 반드시 요구된다고 결론지을 수 있
다. 다각형 건물은 상부구조가 남아있지 않은 건물지까지 포함하면 시기적으로 
분포가 상당히 넓다. 그런데 내주 배열에 있어서는 조선시대와 고대의 사례에 분
명한 차이가 있다. 조선시대에는 육각형인 경우 내주가 6개, 팔각형인 경우는 8
개, 이런 식으로 내주의 개수와 해당 꼭지점의 개수가 일치하는 사례가 대부분이
인데, 고대 건물지에서는 팔각형인 경우 4개, 또는 그 이상인 경우도 불규칙적으
로 발견되고 그 배치 양상도 각양각색이다. 또한 조선시대 퇴주는 내주와 일직선
상에 놓이는 것 외에도 양 옆 가까이 추가되는 일정한 규칙이 있는 반면, 고대 팔
각형 건물지에서 꼭지점 외 추가된 퇴주는 한 면에 일정한 간격으로 놓인 차이가 
있다.   

72) 안대환‧김성우, ｢삼국시대~통일신라시대 팔각 건물지의 성격과 역사적 전개 –유구비교를 중심
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9(8),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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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주위퇴칸(周圍退間)의 정의와 유형별 사례

2.2.1. 주위퇴칸의 정의와 유형 분류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내외진’, ‘사면퇴’, ‘회자형 평면’과 같은 용어는 모두 평

면상 기둥 배열이 겹으로 된 사례를 지칭하는 것이다. 하지만 서론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내외진’이란 용어는 최근 사용을 지양하는 추세이며, 조선시대 문헌사료
로부터 인용한 ‘사면퇴’와 고대 유구 해석에 주로 쓰인 ‘회자형 평면’은 그 둘레 
칸이 모두 달아낸 공간으로서의 성격을 갖는지에 대하여 단정할 수 없고, 문자의 
의미상 방형이 아닌 다각형 평면을 포함하기에 어색하다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가운데 중심부를 두고 그 둘레에 내주와 퇴주로 부속 공간의 켜
를 한 겹 더 두른 경우를 구분하여 ‘주위퇴칸식 평면’, 혹은 ‘주위퇴칸식 건축’이라
고 부르고자 한다. ‘주위퇴칸(周圍退間)’은 ‘방형 또는 다각형 평면을 일정한 너비
로 둘러싸는 퇴칸’으로 정의된다. 여기서 퇴칸은 달아낸 공간으로서의 속성을 가
지며 모든 내주 높이가 동일하게 높고 모든 퇴주 높이가 동일하게 낮을 때만을 의
미한다. 서까래의 방향과 기울기는 이러한 내주와 퇴주의 높이 차를 따른다. 이렇
게 형성된 주위퇴칸 지붕은 중심부 지붕과 합쳐지거나 분리될 수 있다. 결과적으
로 이 개념은 기존 통칸형, 후퇴형, 전후좌우퇴형과 같은 평면유형 분류방식과 단
층, 차양, 중층으로 분류되는 구조유형의 교차지점에 해당한다.

그림 2-17. 주위퇴칸식 건축의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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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퇴칸의 조건인 ‘일정한 너비’는 매 귀퉁이에 해당하는 내주로부터 결정된
다. 방형 평면에서 네 귀퉁이에 해당하는 내주는 각 귀퉁이 퇴주로부터 45° 선 위
에 위치해야 일정한 너비를 갖출 수 있다. 정면 또는 측면이 4칸 이상인 경우, 내
주는 귀퉁이에 위치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생략 가능 하다.73) 또한 퇴주의 경
우, 45° 선의 기준이 되는 네 귀퉁이 퇴주를 제외한 나머지는 그 위치가 어디이든 
주위퇴칸의 형성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주위퇴칸식 건축에서 내주와 퇴
주가 모두 생략 없이 정렬을 이룬 경우, 네 모퉁이에는 정방형칸이 형성된다. 

그림 2-18. 방형 평면에서 주위퇴칸을 형성하는 내주의 위치

한편, 육각형 또는 팔각형 평면에서는 내주의 개수는 최소 각각 6개 또는 8개
를 만족시킬 때 주위퇴칸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성산성의 팔각건물지와 같
이 다각형의 중심에 내주가 하나인 경우에는 주위퇴칸이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중국 길림성 집안의 환도산성 팔각건물지와 같이 팔각형 평면에서 내주가 4
개인 경우에도 주위퇴칸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 각 변으로부터 내주와의 거
리가 일정치 않게 되기 때문이다.  

그림 2-19. 다각형 평면에서 주위퇴칸을 형성하는 내주의 개수 

주위퇴칸 성립 여부를 판가름하는 데에는 ‘일정한 너비’가 중요하다. 일정한 너
비는 바로 독립적인 지붕 구조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즉, 내주열은 도리가 놓이고 
주위퇴칸을 덮는 처마를 구성하는 서까래가 시작되는 지점이다. 주위퇴칸이 일정

73) 이와 같은 사례는 화성 동장대, 홍릉 침전, 유릉 침전, 경희궁 숭정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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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너비를 가졌으므로 이와 같은 조건이 둘레를 따라 유지될 수 있다. 아래의 평
양 영명사 법운암(永明寺 法雲庵)은 근소한 차이로 주위퇴칸식 건축에 포함되지 
못한 경우를 잘 보여준다. 전열 내주열과 중도리열과 일치하지 않아서 전면 퇴칸
의 너비가 달라졌고, 서까래 시작점과 내주의 위치가 어긋나게 되었다.

 

그림 2-20. 주위퇴칸이 아닌 사례 : 평양 영명사 법운암
(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문화재해설집Ⅱ: 사찰건축편, 1998, 19쪽)

주위퇴칸식 건축 안에는 단층, 차양, 중층의 세 가지 구조 유형이 모두 포함된
다. 창경궁 함인정(昌慶宮 涵仁亭), 봉암사 극락전(鳳巖寺 極樂殿), 그리고 화성 
서장대(華城 西將臺)는 처마의 개수나 기둥의 굵기가 달라 구조적인 관점에서 서
로 구분된다. 하지만 낮은 퇴주와 높은 내주에 서까래가 걸리고 일정한 너비의 퇴
칸이 형성되었다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모두 주위퇴칸을 갖춘 동일한 형식이다. 

주위퇴칸식 건축은 퇴주와 내주의 주열(柱列)이 대개 일치하지만, 창경궁 함인
정과 같이 평면상 퇴주와 내주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포함할 수 있다. 이 경우 
퇴량의 결구부 위치가 다소 달라질 뿐, 주열이 일치하는 일반적인 퇴칸 구조와 크
게 다르지 않다. 또한 봉암사 극락전과 같이 중심부의 지붕과 주변에 둘러진 퇴칸
부의 지붕이 별도로 구성되면서 퇴주열과 내주열이 어긋난 경우도 있다. 이와 같
은 경우는 ‘차양칸(遮陽間)’이라고도 지칭되는데, 중첨(重簷)을 가지며 퇴주의 굵
기가 내주의 굵기보다 가늘고, 퇴량과 같은 가로부재가 쓰이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다. 한편, 화성 서장대와 같이 퇴주와 내주에 높이 차를 크게 두어 온칸물림74)

74) ‘온칸물림’은 ‘반칸물림’과 더불어 김봉건, 전통 중층목조건축물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건
축학과 박사학위논문, 1994에서 사용된 이후 현재까지 중층 구조 유형을 구분하는 데 가장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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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중층(重層)을 형성하는 경우도 있다. 나아가 온칸물림 중층구조에서는 하층
부에만 퇴칸이 형성되지만, 반칸물림 중층구조에서는 하층과 상층에 모두 퇴칸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다. 이 세 사례를 포괄하는 관점에서 퇴량의 유무와 그 위치
는 주위퇴칸의 형성 여부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창덕궁 함인정의 경우 퇴
주와 내주가 엇갈려있어 퇴량보다는 충량(衝樑)에 가깝고, 봉암사 극락전의 차양
칸에는 퇴량과 유사한 부재가 사용되지 않았다. 화성 서장대는 퇴주와 내주의 주
열이 정렬되었고 일반적인 관점에서의 퇴량이 사용되었다.  

이러한 주위퇴칸의 개념을 통하면, 기존 분류 방식으로 이견이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을 명확하게 구분 지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예를 들어 영주 부석사 무
량수전(浮石寺 無量壽殿)과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歸信寺 大寂光殿)은 연구서에 
따라서 둘 다 전후퇴형으로 분류되거나,75) 혹은 하나만 전후좌우퇴형(내외진형)
으로 각기 다르게 분류되는 사례들이다.76) 왕릉 8칸 정자각 사례에 비추어 보면 
귀신사 대적광전은 좌우퇴를 갖추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와 같이 단일 

편적으로 쓰이는 용어다. 온칸물림과 유사한 용어로 ‘한칸물림’, ‘연속구조형’(신웅주, 전통 중
층목조건축의 구성체계 연구, 조선대학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2009), ‘고주별립형’(박보영, 
조선시대 중층목조건축물 상하층 접합부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2016) 등이 제시된 바 있다. 

75) 문화재청, 영조규범조사보고서, 2006
76) 문화재청, 부석사 무량수전 실측조사보고서(본문), 2002

 (a) 단층(단일지붕, 퇴량 있음)       (b) 차양칸(겹지붕, 퇴량 없음)        (c) 중층(층단지붕, 퇴량 있음)

그림 2-21. 주위퇴칸의 구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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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으로 정리되기에 이견이 갈릴 수 있는 대상에 주위퇴칸의 개념은 상당히 유
용하다. 부석사 무량수전은 전형적인 주위퇴칸식 건축이며, 귀신사 대적광전은 주
위퇴칸식 건축이 아닌 것으로 명확하게 분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림 2-22. 주위퇴칸식 건축과 비(非)주위퇴칸식 건축 예시

한편, ‘주위퇴칸’이란 조어(造語)를 만드는 과정에는 네 가지 사항이 고려되었
다. 첫째, 기존 용어 중에서 연구대상을 명확하게 지칭하는 용어가 있는지 검토한 
결과 모두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리게 되었다. 연구대상과 유사한 사례를 지칭
하는 관련 어휘로는 국립국어원의 표준국어대사전과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에 모두 실린 ‘회랑(回廊)’77)과 회랑퇴(回廊退)‘, 그리고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
사전에만 수록된 ‘주랑(周廊)’을 들 수 있다. 회랑은 ‘어떤 실을 중심으로 둘러댄 
마루’라는 뜻을 가짐과 동시에 ‘주요 건물과 마당을 둘러싸는 행랑채’를 지시할 때
도 있는데, 두 가지 의미 모두 연구대상을 명확하게 지시하지 못한다고 판단하였
다. 회랑퇴는 ‘건물의 주위에 빙 둘러 붙인 툇마루’로 정의되는데, 마루라는 구체
77) 회랑(回廊) : ｢명사｣ ①(건설) 정당(正堂)의 좌우에 있는 긴 집채 ②(건설) 양옥의 어떤 방을 

중심으로 하여 둘러댄 마루 –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stdict.korean.go.kr)



주위퇴칸식(周圍退間式) 건축의 유형과 전개

- 46 -

적인 바닥형식에 주안점을 둔 표현이라 적합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주랑(周廊)
은 한국에서는 주로 건물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행랑을 의미하므로 연구대상과는 
다소 거리가 있다.  

둘째, 위에서 검토한 용어 중 주랑(周廊)은 우리나라 사전에서는 한 가지 의미
로만 풀이되지만, 중국에서는 ‘단일건물을 둘러싸는 랑(廊)’도 의미하기 때문에 
기존 어휘 중에서 연구대상과 가장 유사한 어휘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동의어로는  
‘위랑(圍廊)’, ‘주위랑(周圍廊)’이 있다. 하지만 앞서 살핀바와 같이 마루가 깔린 
개방된 구조를 의미하는 퇴와 유사하게, 중국어에서도 주랑, 위랑, 주위랑은 폐쇄
된 형식보다 개방된 형식에 치중된 성격이 강하다. 본 연구가 제시하는 주위퇴칸
의 개념은 폐쇄된 형식과 개방된 형식을 모두 포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용어 역
시도 부적합하다는 결론을 짓게 되었다. 이처럼 중국 용어까지 검토하면서 얻게 
된 소득은 ‘주(周)’와 ‘위(圍)’라는 문자일 것이다. 국어에서도 ‘주위’라는 어휘는 
고유어 ‘둘레’를 뜻하는 대표적인 명사이다.78) 주위는 본 연구대상을 표현하는 수

78) 주위(周圍) : ｢명사｣ ①어떤 곳의 바깥 둘레 ②어떤 사물이나 사람을 둘러싸고 있는 것 ③어떤 
사람의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 ④(수학) 원의 바깥 둘레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구분

연구대상인 경우
(단일건물 단위)

연구대상이 아닌 경우
(복합건물 단위)

검토내용

회랑
(回廊)

어떤 실을 중심으로 둘러댄 마루
사원(寺院) 혹은 궁전건축에서 주요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지붕이 있는 긴 
복도

부적합. 두 가지 
의미를 동시에 

가지므로 혼동의 
여지가 있음

회랑퇴
(回廊退)

건물의 주위에 빙 둘러 붙인 툇마루 -
부적합. 

구체적인 
바닥형식이 포함

주랑
(周廊)

- 건물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행랑
부적합.

연구대상과 
동떨어짐

표 2-5. 연구대상과 유사한 용어의 정의: 회랑, 주랑, 회랑퇴 
(출처: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사전 http://dict.aik.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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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어로 매우 적절하다.   
셋째, ‘퇴(退)’와 ‘칸(間)’을 모두 사용한 까닭은, 바닥형식 또는 벽체의 유무와 

상관없이 주망(柱網)만을 지시하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퇴는 주거건
축에서 외벽 밖으로 형성되어 개방된 ‘툇마루’를 떠올리게 한다.79) 앞서 사전적 
정의에서 고찰한 바와 같이, ‘퇴칸’을 통해서라면 퇴가 개방된 상태와 폐쇄된 상
태, 그리고 마루가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를 모두 포괄적으로 지시하기에 무리가 
없다고 생각된다. 

넷째, 형식을 나타내는 접미사 ‘형(形)’과 ‘식(式)’ 중에서 전자는 주로 ‘상태’나 
‘모습’을 뜻하고 후자는 ‘방식’을 지시한다. 기존 평면형식 분류체계에서는 통칸
형, 전퇴형, 전후퇴형과 같이 ‘형’을 주로 사용하고 있다. 기존 유형 분류 체계의 
용어와 중복을 피하면서 차별적인 측면을 부각하고자 최종적으로 ‘식’을 택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정의와 고려사항을 통해 만들어진 주위퇴칸식 건축의 범주를 구체적
인 유형화 작업을 통해 명확하게 드러내고자 한다. 먼저 주위퇴칸식 건축의 유형
은 주위퇴칸의 개방 여부를 기준으로 나누는 것을 제안한다. 즉 퇴주열이 닫힌 구
조인지 열린 구조인지에 따라 크게 ‘폐쇄형(閉鎖形)’과 ‘개방형(開放形)’으로 구
분할 수 있다. 폐쇄형은 퇴주열에 벽체 또는 분합문이 조성된 유형을 지시한다. 
여기에는 가운데 칸을 중심으로 주위퇴칸의 폐쇄가 완전하게 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모든 퇴주열이 폐쇄된 유형을 [완전 폐쇄형]으로, 일부 열린 유형을 [불완
전 폐쇄형]으로 세분할 수 있다.  

개방형은 퇴주열에 벽체 또는 분합문이 전혀 조성되지 않고 개방되어 퇴주가 
독립기둥으로 온전히 드러나는 유형을 지시한다. 여기에는 방형 평면 중에서 1면
만이 개방된 사례와 전후로 2면이 개방된 사례, 측면을 포함하여 3면이 개방된 
사례 등이 있다. 그리고 모든 면이 다 개방된 사례에는 방형뿐만 아니라 다각형 
평면도 포함된다. 이들을 각각 [1~3면 개방형]과 [전면(全面) 개방형]으로 지칭
하고자 한다. 

이상 폐쇄형과 개방형의 하위 유형은 개방 정도에 따라서 단계별로 [완전 폐쇄
형] → [불완전 폐쇄형] → [1~3면 개방형] → [전면(全面) 개방형]의 순서가 

(stdict.korean.go.kr)
79) 강영환, ｢퇴와 툇마루｣, 한국건축개념사전, 동녘, 2013, 81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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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다음 절에서 이 4가지 유형에 해당하는 실제 사례를 제시하고자 한다.

그림 2-23. 주위퇴칸식 건축의 유형 분류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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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폐쇄형 주위퇴칸식 건축의 사례
폐쇄형 주위퇴칸식 건축은 주위퇴칸의 퇴주열에 모두 벽체와 창호가 설치되어 

있어 주위퇴칸과 중심부 전체가 실내공간으로 구획된 유형을 뜻한다. 전체가 완
벽하게 실내화 된 사례가 대부분이지만, 정면의 중앙에만 일부 외부로 개방된 부
분이 있는 사례도 있어서 [완전 폐쇄형]과 [불완전 폐쇄형]으로 세분류하였다. 

[완전 폐쇄형]에 속하는 사례는 우선 중층구조와 단층구조로 나누어 살필 필요
가 있다. 전체 규모의 범위는 주위퇴칸의 너비와도 비례하는 양상을 뚜렷하게 보
이는데, 주위퇴칸의 너비가 가장 넓은 수준은 15자(4,500mm) 이상에 달하며, 가
장 좁은 수준은 6자(1,800mm) 이하이다. 주위퇴칸의 너비는 경복궁 근정전(勤
政殿, 5,277mm)과 창덕궁 인정전(仁政殿, 4,595mm)과 같은 조선시대 궁궐의 
중층 정전(政殿)을 들 수 있다. 또한 [완전 폐쇄형]에는 역시 중층으로 구성된 불
전(佛殿)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불전의 경우에는 대개 주위퇴칸의 너비가 8~11
자(2,400~4,022mm) 내외에 분포한다. 보은 법주사 대웅전(法住寺 大雄殿, 
4,022mm), 구례 화엄사 각황전(華嚴寺 覺皇殿, 3,028mm)과 김제 금산사 미륵
전(金山寺 彌勒殿, 3,333mm), 북한 평성 안국사 대웅보전(安國寺 大雄寶殿, 약 

그림 2-24. 폐쇄형 주위퇴칸: 중층 [완전폐쇄형]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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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0mm), 부여 무량사 극락전(無量寺 極樂殿, 2,480mm), 법주사 팔상전(法住
寺 八相殿, 2,033mm)이 있다. 불전이 아닌 [완전 폐쇄형]의 사례로는 환구단 황
궁우(圜丘壇 皇穹宇, 1,530mm)의 중층 구조부를 들 수 있다.  

그림 2-25. 폐쇄형 주위퇴칸: 중층 [완전폐쇄형]② 

일반적으로 중층 전각의 구성방식은 ‘반칸물림’과 ‘온칸물림’이 있고 체감(體
減) 정도는 반칸물림이 작고 온칸물림이 크다는 분석은 익히 알려져 있다. 이것은 
주위퇴칸의 너비와도 다소 관련을 맺고 있다. 창덕궁 인정전, 경복궁 근정전, 법
주사 대웅전, 금산사 미륵전, 화엄사 각황전 등과 같이 반칸물림 중층 전각은 대
부분 주위퇴칸 너비가 대개 10자 이상이다. 반칸물림에서는 상층에서도 반복될 
주위퇴칸의 적절한 너비를 확보해야 하므로 이를 감안하여 하층 주위퇴칸의 너비
가 여유 있게 조성되었기 때문이다. 반면, 무량사 극락전과 같은 온칸물림 중층 
전각은 주위퇴칸 너비가 5~8자 수준으로 좁다. 온칸물림에서는 상층부에 주위퇴
칸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주위퇴칸의 너비 자체가 체감의 정도가 된다. 한편, 
북한에서 현존하는 유일한 중층 불전인 안국사 대웅전은 반칸물림이면서도 주위
퇴칸 너비가 9자에 조금 못 미친다. 반칸물림과 온칸물림을 가르는 주위퇴칸 너
비 기준의 중간지점에 위치한 특수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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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 폐쇄형 주위퇴칸: 중층 [완전폐쇄형]③

이처럼 반칸물림과 온칸물림을 결정하는 기준은 주위퇴칸 너비와 관련이 있고,  
이를 퇴칸과 협칸의 비율로 확장하여 살펴볼 수도 있다. 법주사 팔상전은 우리나
라에서 유일하게 현존하는 5층 목탑이다. 원래는 정면 3칸, 측면 3칸의 규모였는
데 임진왜란 이후 주위퇴칸을 추가하면서 정면 5칸, 측면 5칸이 되었다고 한
다.80) 여기에는 보다 구조를 안정화하려는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해석된다. 5x5칸
인 1층 기준에서 퇴칸과 협칸 및 정칸은 균등한 폭을 가지고 있다. 주위퇴칸 너비
는 약 7자인데, 안국사 대웅보전이나 무량사 극락전에 비하면 협칸과의 너비 차
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반칸물림으로 2층을, 온칸물림으로 3층을, 다시 반칸
물림으로 4층과 5층을 구성하고 있는데, 퇴칸과 협칸에 너비 차가 현격하게 나타
나는 것은 2층과 4층에서다.

환구단 황궁우는 주위퇴칸 유형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특별한 사례이다. 너비
가 약 5자 정도의 주위퇴칸만큼이 온칸물림되어 중층을 이루고, 그 주변을 다시 
비슷한 너비로 차양칸이 둘러싸고 있다. 즉, 안쪽의 주위퇴칸은 폐쇄되었고 바깥
의 주위퇴칸은 개방되었다. 바로 안쪽 주위퇴칸이 둘러싼 온칸물림 중층부가 [완

80) 국립문화재연구소, 법주사 팔상전 수리공사 보고서, 1998, 98~9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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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폐쇄형]에 속하는 부분이 된다.  
대규모 주위퇴칸을 가지고 있는 중층 구조의 [완전 폐쇄형] 전각들은 내주열을 

대개 독립기둥으로 남겨두고 있다. 따라서 내주는 대형 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구
조적인 역할과 동시에 내부 공간에 공간감과 권위를 더하는 효과를 낸다. 후열 내
주는 당가(唐家) 또는 닫집을 구성하는 데에 활용하기도 하지만, 전열 내주는 그
대로 드러나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으로 경복궁 근정전을 들 수 있다. 경복궁 근
정전은 창덕궁 인정전과 비교하면 내주의 개수가 이와 같은 사례에서 주위퇴칸을 
두르는 목적은 구조적인 측면과 공간적 측면이 동시에 반영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반칸물림의 중층 전각에서는 상층부에도 주위퇴칸이 형성되는데, 이
때 상층부의 주위퇴칸은 모두 폐쇄된 구조로, 개방된 사례는 거의 없다. 상층부에 
개방형 주위퇴칸을 조성하려면 이곳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상층부에도 바닥구조
가 있어야 하는데, 이런 식으로 조성된 중층 전각은 현존하지 않는다. 이러한 측
면에서 창덕궁 舊경훈각(景薰閣)은 비록 사라진 전각이지만 매우 주목되는 주위
퇴칸식 건축이다. <동궐도(東闕圖)>와 일제강점기에 발행된 엽서사진을 통해 상
층부에서의 주위퇴칸이 모두 열린 특수한 구조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27. 경복궁 근정전 주위퇴칸의 내주열
(출처: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 10, 1930 ; 2019년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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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궐도 (b) 일제강점기 엽서사진 (1917년 이전)

그림 2-28. 창덕궁 舊경훈각 
(출처: 문화재청, 동궐도 읽기, 2005 재편집 ;  서울역사아카이브) 

단층으로 구성된 [완전 폐쇄형]의 사례로는 덕수궁 중화전(德壽宮 中和殿, 
4,307mm), 홍릉 침전(洪陵 寢殿, 3,090mm), 유릉 침전(裕陵 寢殿, 3,090mm), 
부석사 무량수전(浮石寺 無量壽殿, 3,031mm), 법주사 원통보전(法住寺 原通寶
殿, 2,096mm), 창덕궁 구선원전(昌德宮 舊璿源殿, 2,168mm), 경복궁 선원전(景
福宮 璿源殿, 2,168mm추정)이 있다. 중층 사례와 마찬가지로 퇴주열에 벽체가 
형성되어 주위퇴칸과 중심부를 하나의 내부공간으로 사용한다.  

현재의 덕수중 중화전은 1904년(고종41) 경운궁(慶運宮) 대화재 이후 1906년
(고종43)에 재건된 것이다. 중화전의 주위퇴칸 너비가 14자 수준으로 유독 넓게 
나타나는 것은 1902년(고종39) 초축 당시에는 반칸물림 중층 전각이었는데, 이
후 단층으로 재건될 때에 주망을 그대로 유지하였기 때문이다. 대한제국기 고종
의 홍릉 침전(1897)과 순종의 유릉 침전(1904)은 간살이 치수가 쌍둥이처럼 닮
은 두 왕릉의 침전이다. 이들은 정면 5칸, 측면 4칸으로 간살이는 정칸으로부터 
협칸, 퇴칸으로 갈수록 점차 좁아지고, 측면에서 내주열 가운데 기둥이 생략된 특
징을 가지고 있다. 주위퇴칸식 건축에서는 귀퉁이에 놓인 내주와 퇴주를 제외하
고 나머지 내주와 퇴주는 생략 또는 이동이 가능함을 보여주는 사례들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고식(古式)에 해당하는 평면일수록 모든 기둥이 정치(定置)되는 경향이 
강하다. 고려시대의 부석사 무량수전과 조선 후기에 재건된 법주사 원통보전은 
모두 측면 3칸의 주위퇴칸식 불전이다. 이 경우 생략 가능한 내주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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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폐쇄형 주위퇴칸: 단층 [완전폐쇄형]① 

그림 2-30. 폐쇄형 주위퇴칸: 단층 [완전폐쇄형]②

창덕궁 구선원전과 경복궁 선원전은 정면 9칸, 측면 4칸 규모의 주위퇴칸식 건
축이다. 창덕궁 구선원전은 원래 만수전(萬壽殿)의 별당 춘휘전(春暉殿)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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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에는 주위퇴칸을 포함하여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였다가 숙종대 이후로 진
전(眞殿)으로 사용되기 시작하면서 점차 증축되어 지금의 규모가 되었다.81) 경복
궁 선원전은 현존하지는 않지만 <北闕圖形>과 1930년대 초 남산 박문사(博文
寺)로 이건 되어 작성된 근대기 도면이 참고가 된다.82) 대략 창덕궁 구선원전보
다 1자에서 1.2자 정도 간살이가 크고, 주위퇴칸 너비는 7자로 창덕궁 구선원전
과 동일하였다. 창덕궁 구선원전과 경복궁 선원전 모두 단층의 [완전폐쇄형] 주
위퇴칸식 건축인데, 중심부의 중앙을 지나는 내주 전체가 생략되지 않은 점이 특
이하다. 이 중앙 내주는 고주가 아니라 대들보 하부를 받치는 얇은 기둥으로 보조
적인 역할의 구조체로 읽힌다. 현재 창덕궁 구선원전은 빈 공간으로 남아있어 선
원전으로 기능할 때의 내부 공간 모습을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감실 앞 공간
에 열주가 늘어선 모습은 널찍하게 트여있는 신선원전과는 또 다른 분위기가 연
출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렇게 모든 기둥을 정치하면서 주위퇴칸을 적용한 
선원전 사례는 창덕궁과 경복궁에서만 확인된다. 대한제국기의 경운궁(現 덕수
궁) 선원전과 일제강점기 창덕궁 신선원전과 같은 후대의 선원전에서는 볼 수 없
는 형식이다.83) 

그림 2-31. 폐쇄형 주위퇴칸: 단층 [완전폐쇄형]③

81) 역사건축기술연구소, 우리궁궐을 아는 사전, 돌베개, 2015, 193쪽
82) 朝鮮建築會, 朝鮮と建築 11(11), 1932에 사진과 도면이 실려 있다. 
83) 문화재청, 덕수궁 선원전 복원정비 기본계획, 2014, 128쪽



주위퇴칸식(周圍退間式) 건축의 유형과 전개

- 56 -

(a) 창덕궁 구선원전 내부 (b) 창덕궁 신선원전 내부

그림 2-32. 중앙열 내주가 생략되지 않은 공간과 생략된 공간의 차이 
(출처: 문화재청, 창덕궁 구선원전 실측조사보고서, 1992, 11쪽 ; Google)

마지막으로 [완전 폐쇄형] 주위퇴칸식 건축에는 주위퇴칸의 너비가 7자에도 못 
미치는 좁은 사례도 있다. 해당 건물의 용도는 비각(碑閣)이 가장 많은데, 비석의 
보호각이라는 의미이다. 앞서 제시된 사례들에 비하면 규모가 상당히 작을 수밖
에 없고,  그동안 연구의 대상으로 크게 부각된 적이 없는 사례들이다. 인조별서
구유기비각(仁祖別墅舊遺基碑閣, 1,260mm), 건원릉비각(健元陵碑閣), 홍릉비각
(弘陵碑閣, 1,710mm), 전주 조경단비각(肇慶壇 碑閣, 1,710mm(추정)), 유릉비
각(裕陵碑閣, 1,710mm)가 있다. 특히 마지막 세 사례는 1890년대 말부터 지어진 
비각으로서 칸살이 치수가 거의 동일한데, 대한제국기 왕실 관련 비각건축의 규
격화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구분 전각명 규모
정면 측면

비고
어칸 협칸 퇴칸 정칸 퇴칸

창덕궁
(3)

인정전(중층) 5x4 20 15 15 15 15

선원전 9x4 10 10 7 10 7

現경훈각 9x4 9 9 5.5 9 5.5 경복궁 만경전

경복궁
(2)

근정전(중층) 5x5 22 21 17 11 17

선원전 9x4 11.2 11.2 7 12 7

표 2-6. 동궐과 북궐의 완전폐쇄형 주위퇴칸식 건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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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 폐쇄형 주위퇴칸: 단층 [완전폐쇄형]③ 

이와 같이 [완전 폐쇄형]의 사례는 매우 다양한 규모로 존재한다. 주위퇴칸의 
너비는 개략적인 척도가 될 수 있는데, 가장 좁은 인조별서구유기비각의 주위퇴
칸 4자에서 가장 넓은 근정전의 주위퇴칸 17자까지 분포한다. 이들은 모두 하나
의 실내 공간을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  내주는 벽체가 없이 독립적으로 남
아있을 뿐이다. 이 유형에 속하는 사례들은 건물 자체가 중요한 상징성을 갖는 권
위건축이거나, 또는 상징적인 석물을 봉안하기 위한 보호각으로, 독립기둥으로 남
은 내주열은 구조적 역할과 동시에 공간에 권위를 부여하는 역할도 한다.

 

폐쇄형 주위퇴칸식의 두 번째 유형은 [불완전 폐쇄형]이다. 주위퇴칸이 사방으
로 닫힌 것은 [완전폐쇄형]과 동일하나, 정면의 가운데가 일부 열려 있는 점이 다
르다. 궁궐의 내전(內殿) 영역의 단층 침전(寢殿)이 대부분의 사례를 차지한다. 
창경궁 통명전(昌慶宮 通明殿)과 같이 정면 7칸 중 가운데 3칸이 열려 2개의 독
립기둥을 드러내는 경우와 창경궁 양화당(養和堂), 경복궁 천추전(千秋殿)과 같
이 정면 6칸 중 가운데 2칸이 열려 1개의 독립기둥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다. 

이와 같은 [불완전 폐쇄형] 구성은 일부 중층 전각의 하층부에서도 나타난다. 
덕수궁 석어당(德壽宮 昔御堂)은 임난 직후부터 있었으므로 경운궁에서 가장 유
서 깊은 건물 중 하나였지만, 1904년 경운궁 대화재로 소실된 이후 1905년에 재
건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온칸물림 중층 구성의 덕수궁 석어당은 하층부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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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침전과 동일하게 중앙 2칸을 개방하여 출입구로 삼고 있다. 
    

그림 2-34. 폐쇄형 주위퇴칸: 단층 [불완전폐쇄형]

[불완전 폐쇄형]에 속하는 궁궐 전각은 <동궐도형(東闕圖形)>과 <북궐도형
(北闕圖形)>에 기입된 칸살이 치수 확인을 통해 더욱 많이 확인할 수 있다. 창경
궁과 창덕궁, 경복궁에 지어진 주위퇴칸식 전각들은 정면 칸수와 측면 칸수는 물
론 주칸 거리가 서로 동일한 사례가 많다. 현존 또는 복원 사례들은 <동궐도형>
과 <북궐도형>을 토대로 하고 세부적으로는 대부분 정면에서 주위퇴칸의 가운
데 2~3칸을 개방하고 나머지는 분합문이나 벽체를 두어 실내화 하는 방식을 따
르고 있다. 궁궐의 내전(內殿)에서 주위퇴칸식 건축이 상당히 제도화되었다고 짐
작된다. 창경궁의 [불완전 폐쇄형] 주위퇴칸식 건축은 통명전(通明殿), 경춘전
(景春殿), 환경전(歡慶殿), 양화당(養和堂)이 있고, 이들의 어칸과 협칸, 퇴칸 너
비에 각각 차등이 있어 위계를 짐작할 수 있다. 창덕궁은 다른 궁궐에 비하여 [불
완전 폐쇄형]에 해당하는 주위퇴칸식 전각이 드문 편이다. 현황 기준으로는 서향
각(書香閣) 뿐이지만, 1917년 화재로 사라진 舊대조전(大造殿)과 중층 구조의 舊
경훈각(景薰閣)도 모두 [불완전 폐쇄형]의 주위퇴칸식 건축이었던 것으로 확인된
다. 

구분 전각명 규모
정면 측면

비고
어칸 협칸 퇴칸 정칸 퇴칸

표 2-7. 동궐과 북궐의 불완전폐쇄형 주위퇴칸식 건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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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경복궁은 조선시대 궁궐 중에서 가장 많은 수의 주위퇴칸식 건축 사례가 
있다. 경복궁의 주위퇴칸식 건축은 총 12동으로, 근정전(勤政殿), 선원전(璿源殿)
은 [완전폐쇄형]에, 강녕전(康寧殿), 만경전(萬慶殿), 자선당(慈善堂), 연생전(延
生殿), 천추전(千秋殿), 만춘전(萬春殿), 흠경각(欽敬閣), 함원전(含元殿)의 9동
은 모두 [불완전 폐쇄형] 유형에 속한다. 이처럼 경복궁에 주위퇴칸식 건축이 가
장 많은 이유는 창덕궁이나 창경궁과 달리 경복궁은 임진왜란 이후 화재로 소실
된 상태가 방치되어 오다가 1860년대에 일제히 중건된 궁궐이었다는 사실을 들 
수 있다. 많은 전각을 효율적으로 건립하기 위해서 다양한 형식보다는 전형적이
고 검증된 형식을 선택하였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한편, 창덕궁에 현존하는 경훈각은 1917년 내전 화재 이후 경복궁 만경전(萬慶
殿)을 옮겨온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도면을 통해서 [완전 폐쇄형]에 해당

84) 장서각 소장 <대조전평면도>에 의하면 대조전의 모퉁이칸은 정방형이다. <동궐도형>에서 정
면(도리 방향)의 퇴칸 11尺은 7尺5寸의 오기로 판단된다.

구분 전각명 규모
정면 측면

비고
어칸 협칸 퇴칸 정칸 퇴칸

창경궁
(5)

통명전 7x4 13 12 7 11 7
경춘전 7x4 11 11 6.5 9 6.5
환경전 7x4 10 10 6 8 6
양화당 6x4 9 9 6 8.5 6
연희당 5x4 8 8 5 7 5 미확인

창덕궁
(3)

舊대조전 9x5 12 11 7.584) 9 7.5
서향각 8x3 8 8 5 8 5

舊중층경훈각* 5x4 11 11 7 9 7 하층-불완전폐쇄형
상층-전면개방형

경복궁
(9)

강녕전 11x5 14 10 7 10 7 現창덕궁 희정당

만경전 9x4 9 9 5.5 9 5.5 現창덕궁 경훈각

자선당 7x4 8 8 5.5 8 5.5
경성전 7x4 8 8 5 8 5
연생전 7x4 8 8 5 8 5
천추전 6x4 8 8 5 8 5
만춘전 6x4 8 8 5 8 5
흠경각 6x4 9.5 9.5 6 8 6
함원전 6x4 9.5 8.5 5.5 8 5.5

* 주위퇴칸이 개방된 형태를 동궐도를 통해 파악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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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을 알 수 있지만, 원래 경복궁에서는 주위퇴칸의 중앙 3칸이 개방된 [불완전 폐
쇄형] 침전이었다.   

(a) 1917년 이후 경훈각 평면도 (b) 1910년대 경복궁 만경전 전경

그림 2-35. 창덕궁 경훈각과 경복궁 만경전 
(출처: 디지털장서각 ;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 10, 1930)

이상으로 살펴본 폐쇄형 주위퇴칸식 건축은 평면형태가 장방형 사례가 가장 많
고 소수의 정방형 사례가 있으며 다각형 사례는 단 1건이다. 규모의 측면에서 보
면 장방형은 주위퇴칸의 너비가 10~17자 이하에 분포하는 대규모 전각이 많고, 
정방형은 주위퇴칸의 너비가 최대 7자일 뿐 대부분이 소규모 전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중에서 [완전 폐쇄형]은 중층 구조가 집중되어 있는데 여기에는 주위퇴
칸을 두는 목적이 반칸물림이나 온칸물림의 중층 구성을 위한 구조적인 요건 충
족이 우선적으로 자리한다. 유일한 다각형 평면 사례인 환구단 황궁우의 중층 구
조 부분은 [완전 폐쇄형]에 해당한다. [불완전 폐쇄형]에 속하는 주위퇴칸식 건
축은 주로 궁궐건축에서 찾을 수 있다. 주위퇴칸이 전체적으로 실내화된 상태에
서 정면 출입구에 사용되는 칸에서 열린 구조를 취한 것으로, 대개 궁궐의 침전에
서 정면 가운데 개방된 주위퇴칸의 칸수가 2칸 또는 3칸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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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개방형 주위퇴칸식 건축의 사례
개방형 주위퇴칸식 건축이란 퇴주열에 벽체가 형성되지 않는 유형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유형에 속하는 주위퇴칸식 건축은 개방된 퇴칸에 독립 기둥이 늘어서 
있고 처마의 그림자가 기둥 사이를 파고들어 퇴주열에 벽체가 형성된 경우보다 
입체적인 입면이 조성되는 특징이 있다. 개방된 면(面)의 수에 따라서 [1~3면 개
방형]과 [전면(全面) 개방형]으로 구분된다. 

[1~3면 개방형]은 다각형 평면이나 중층 구조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1면 개
방일 때는 전퇴칸, 2면 개방일 때는 전퇴칸과 후퇴칸, 3면 개방일 때는 전퇴칸 또
는 후퇴칸과 양 측면 퇴칸이 열리는 규칙이 있다. 순천 선암사 원통전(仙巖寺 原
通殿, 2,220mm), 화성행궁 화령전(華城行宮 華寧殿, 2,157mm), 삼군부 총무당
(三軍府 總務堂, 2,100mm), 동관왕묘 정전(東關王廟 正殿, 1,822mm) 등의 사례
가 있다. 주위퇴칸의 너비는 6~7자 내외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그림 2-36. 개방형 주위퇴칸: 단층 [1~3면개방형] (정4각형과 장방형)

[전면(全面) 개방형]은 모든 면의 퇴칸이 개방된 구조이다. [1~3면 개방형]에
서는 방형 평면 사례만이 나타났던 것과 달리, [전면 개방형]은 평면 형태가 장방
형뿐만 아니라 정방형과 육각형, 팔각형이 나타나고, 그리고 단층 구조와 중층 구
조가 모두 있다. 또한 실내공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눌 수 있고 주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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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의 너비 역시도 4~10자(1,200~3,000mm)까지 매우 넓게 분포하기 때문에 주
위퇴칸식 건축 중에서 가장 다양한 변수가 나타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전면 개방형] 주위퇴칸식 건축에서 실내공간이 있는 장방형 사례는 창덕궁 주
합루(宙合樓, 2,160mm), 창덕궁 영화당(昌德宮 暎花堂 1,380mm), 여수 흥국사 
원통전(興國寺 原通殿, 1,200mm), 창덕궁 취운정(翠雲亭, 1,195mm)이 있다. 이
와 같은 유형에서 정n각형 사례는  완도 보길도 세연정(洗然亭, 약 2,000mm), 정
양사 약사전(正陽寺 藥師殿, 약 1,700mm), 경복궁 동십자각(景福宮 東十字閣, 
1,521mm), 환구단 황궁우의 외부 주위퇴칸(1,500mm),  문경 봉암사 극락전(鳳
巖寺 極樂殿), 의성 고운사 연수전(孤雲寺 延壽殿, 1,470mm)이 있다. 

그림 2-37. 개방형 주위퇴칸: 단층 [전면개방형] (장방형)

이렇게 중심부에 실내공간이 구획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위퇴칸의 퇴주열에 벽
체가 형성되지 않은 [전면 개방형]은 층단 지붕이 있는 중층 구조와는 동떨어진 
형식이었다. 주합루는 하층과 상층에 모두 실내공간을 가지고 있는 독특한 누각
형식으로 층단 지붕을 형성하지 않은 중층 구조이다. 앞서 언급한 창덕궁 舊경훈
각도 상층 주위퇴칸은 개방형이었지만 하층 주위퇴칸은 폐쇄형이었다. 즉, [전면
개방형] 주위퇴칸은 차양칸 형식으로 실내공간의 둘레를 감싸는 경우는 있어도 
하층 주위퇴칸이 개방된 구조를 갖는 중층 구조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85)    

85) 황궁우에는 2개의 주위퇴칸이 있다. 중층 구조를 형성하는 것은 [완전 폐쇄형]에 속하는 주위
퇴칸으로서, [전면 개방형] 주위퇴칸에 해당하는 차양칸은 중첨은 이루지만 중층구조를 이루는 
것은 아니다. 봉암사 극락전을 중층 구조라고 부르지 않는 것과 같다. 차양칸을 실내화 시키는 
방식은 일본건축에서 발달하였고 한국 전통건축에서는 잘 쓰이지 않았다. 일제강점기 창경원 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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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 개방형 주위퇴칸: 단층 [전면개방형] (정n각형)

[전면 개방형] 주위퇴칸식 건축에서 실내공간이 없는 장방형 사례는 여수 진남
관(麗水 鎭南官, 2,405mm), 강릉 경포대(江陵 鏡浦臺, 2,140mm), 제주 관덕정
(濟州 觀德亭, 3,038mm), 화성 동장대(華城 東將臺, 2,500mm), 남한산성 수어
장대(南漢山城 守禦將臺, 1,760mm), 정읍 피향정(披香亭, 1,600mm), 석고전(石
鼓殿, 1,324mm)이 있다. 일반적으로 한국 전통목조건축의 장방형 사례 중에서는  
측면 칸수는 5칸이 최대에 해당한다. 여수 진남관과 강릉 경포대는 모두 측면 5
칸인데, 측면 4칸인 제주 관덕정이나 화성 동장대와 비교하면 간살이가 크게 넓
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여수 진남관은 칸수를 기준으로는 국내 최대 규모이
지만 주위퇴칸 너비는 8자 정도로 제주 관덕정이나 화성 동장대보다도 좁다.  대
형 공간을 조성하는데 주칸을 넓혀 구조적으로 상위기술력을 발휘하기보다 기둥
을 많이 두어 칸수를 과감하게 늘이는 안전한 방식을 택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한
편, 제주 관덕정과 화성 동장대와 같이 정면 5칸, 측면 4칸은 장대와 누각에서 가
장 흔하게 볼 수 있는 규모이다. 심지어는 <남소영도(南小營圖)>와 같은 회화 
사료에서도 등장하는데, 이 규모는 아마도 관영건축으로서 어느 정도 규범화되어 
있었다고 보인다. 측면 칸수가 짝수이기 때문에 측면의 가운데 칸이 강조되지는 

당지(昌慶苑 春塘池)에 있었던 수정(水亭) 정도가 차양칸을 실내화한 유일한 사례로 확인된다. 
수정은 일본건축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추정되는데, 1967년 지상3층, 지하1층 규모의 철
근콘크리트조 수정궁(水亭宮)이 김중업(金重業) 설계로 세워지게 되면서 철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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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고 정면성이 강한 간살이라고 볼 수 있다. 남한산성 수어장대는 이 제도 안에
서 구현된 온칸물림 중층 장대이다. 단, 정읍 피향정의 경우 동일하게 정면 5칸, 
측면 4칸이지만 주위퇴칸이 후대에 증축된 것임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그림 2-39. 개방형 주위퇴칸: 단층 [전면개방형] (장방형①)

[전면 개방형] 주위퇴칸식 건축에서 실내공간이 없는 정방형 사례는 구성읍성 
남문(龜城邑城 南門, 2,860mm), 종성읍성 수항루(鐘城邑城 受降樓, 2,170mm), 
화성 서장대(華城 西將臺, 2,010mm), 평창 오대산 사고 실록각과 사각(五臺山史

그림 2-40. 개방형 주위퇴칸: 단층 [전면개방형] (장방형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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庫 實錄閣‧史閣, 1,244mm), 창경궁 함인정(涵仁亭, 1,650mm),  칭경기념비전(稱
慶紀念碑殿, 1,679mm), 탑골공원 팔각정(八角亭, 1,695mm), 창덕궁 존덕정(尊
德亭, 917mm)이 있다. 중층 구조일 경우 하층은 구조체 이외에 아무 것도 두지 
않아 실내 공간을 구획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경우에 따라 중심부에 마루
바닥이 있을 뿐이다. 예외적으로 하층 내주열에 벽체가 조성된 오대산사고 사각
은 사실 후대 증축으로 실내공간을 갖게 된 것으로. 원래의 모습은 선원보각과 같
았다. 단층 구조일 경우 창덕궁 함인정이나 존덕정과 같이 중심부와 주위퇴칸에 
약간의 단차를 두어 마루바닥을 설치하는 사례와 탑골공원 팔각정과 칭경기념비
전과 같이 별도의 바닥없이 기단의 윗면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   

그림 2-41. 개방형 주위퇴칸: 중층 [전면개방형]  (정n각형)

그림 2-42. 개방형 주위퇴칸 : 단층 [전면개방형] (정n각형)

이와 같이 개방형 주위퇴칸식 건축은 1~3면만이 개방된 사례와 전면이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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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방되었을 때, 평면형태의 분포에서 가장 큰 차이가 있다. 즉, [1~3면 개방형]에
서는 오로지 장방형 평면과 단층 구조만이 나타나고, [전면 개방형]에서는 방형
과 다각형, 단층 구조와 중층 구조가 모두 나타난다. 중층 구조일 때보다 단층 구
조에서 더욱 다양한 형태의 평면이 나타난다. 다각형 평면의 경우 부분적으로 개
방되거나 폐쇄된 주위퇴칸이 쓰이지 않은 것은 형태 자체가 특수한 성격을 가지
고 있기 때문에 공간을 복잡하게 구획하지 않고 단순한 구성 자체가 선호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2.3. 소결

‘방형 또는 다각형 평면을 일정한 너비로 두른 퇴칸’으로 정의되는 주위퇴칸의 
성립 여부로 유형을 나누는 것은 기존의 평면유형 분류방식과 상부구조 분류방식
을 가로지르는 방식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방형 평면을 중심으로 한 평면유형 분
류 방식과 달리, 특수한 형태인 정육각형, 정팔각형 평면에도 적용되고 단층 및 
차양, 중층 구조를 함께 지시한다는 점에서 기존 전통목조건축의 유형 분류 방식
과 차별점을 갖는다. 일반적으로 퇴칸은 반칸(半間) 개념에 가까울 정도로 가장 
좁은 맨 끝의 칸으로 인식되지만, 주위퇴칸에서의 퇴칸은 좁은 너비보다도 일정
한 너비여야 하는 조건이 중시된다. 이와 같이 주위퇴칸의 범위는 퇴주의 문자적 
의미가 물러난 기둥이라는 점과도 일맥상통하며, 달아낸 공간이라는 퇴칸 본연의 
속성을 내포하고 있다.   

육각형 또는 팔각형 평면의 사례 분석 결과, 내주는 해당 다각형 평면상 외접원 
지름이 약 7m 이상인 경우에 나타났다. 이때에 내주는 퇴주와 일정한 거리를 두
고 그 개수가 육각형은 6개, 팔각형은 8개로 배치되었다. 이는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지만, 고대 팔각형 건물지의 경우와 비교하면 흥미롭다. 내주 유구를 확인할 
수 있는 환도산성, 경주 나정, 그리고 이성산성의 팔각건물지에는 공통적으로 내
주가 그리는 형태와 개수가 사각형을 그리는 4개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와 같
이 내주의 개수가 각 다각형의 꼭지점 개수와 일치하고 퇴주로부터 일정한 간격
을 둔 채 배치된 모습은 바로 주위퇴칸의 정의와 직결된다. 한편, 방형 평면의 사
례에서는 내주가 발생하기 시작하는 평면 크기를 논하기는 어렵다. 주위퇴칸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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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 사례와 비슷한 규모이면서 내주를 두지 않는 경우, 그리고 대들보 하나로 충
분할 것 같은 작은 규모인 경우에도 내주를 사용하여 주위퇴칸식을 구성한 다양
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방형 평면에서 논할 수 있는 것은 다각형 평면과 일관
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주위퇴칸의 조건이다. 즉, 내주가 퇴주열로부터 도리 
방향과 보 방향 모두 동일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있는 경우에만 주위퇴칸을 가졌
다고 볼 수 있다. 내주열과 퇴주열이 모두 정연하게 맞춰진 사례에서는 네 모퉁이
칸이 정사각형일 때 주위퇴칸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다. 

주위퇴칸식 건축은 주위퇴칸이 있는 건축에 대한 통칭이며, 퇴주열에서 벽체의 
유무에 따라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유형을 나눌 수 있다. 각 유형별로 폐쇄 정도와 
개방 정도에 따라 [완전 폐쇄형], [불완전 폐쇄형], [1~3면 개방형], [전면 개방
형]으로 세분화될 수 있다. 

구분 평면
형태

폐쇄형 개방형
완전 폐쇄형 불완전 폐쇄형 1~3면 개방형 전면(全面) 개방형

실내공간有 실내공간無

중층

장방
형

법주사 대웅전
금산사 미륵전
무량사 극락전
화엄사 각황전
경복궁 근정전
창덕궁 인정전

덕수궁 석어당
창덕궁 구경훈각(下)

창덕궁 주합루
창덕궁 구경훈각(上) 남한산성수어장대

정방
형 법주사 팔상전 평창 오대산 사각

구성읍성 남문(上/下)
평창 오대산 선원보각

화성 서장대
종성읍성 수항루

다각
형 환구단 황궁우(內)

단층

장방
형

부석사 무량수전
창덕궁 구선원전
경복궁 선원전*

건원릉 비각
홍릉 침전

경희궁 숭정전
덕수궁 중화전

유릉 침전

창덕궁 서향각
창덕궁 구대조전
창경궁 통명전
창경궁 경춘전
창경궁 환경전 
경복궁 자선당
경복궁 경성전
경복궁 연생전
창경궁 양화당
경복궁 천추전 
경복궁 만춘전
경복궁 흠경각
경복궁 함원전
창경궁 연희당
경복궁 강녕전

동관왕묘 정전
화성행궁 화령전
삼군부 총무당

충청감영 선화당, 
함흥감영 선화당

창덕궁 영화당*
창덕궁 취운정
흥국사 원통전

여수 진남관
제주 관덕정
정읍 피향정
화성 동장대

석고전*

정방
형

법주사 원통보전
인조별서구유기비각

홍릉 비각
조경단 비각
유릉 비각

선암사 원통전*
보길도 세연정
봉암사 극락전
고운사 연수전

경복궁 동십자각

창경궁 함인정
칭경기념비전

다각
형

정양사 약사전
환구단 황궁우(外)

창덕궁 존덕정
탑골공원 팔각정

* : 개방된 형태를 현황이 아닌 회화 또는 사진을 통해 분류한 사례 │ 밑줄 : 칸 구성이 동일한 사례의 대표사례

표 2-8. 주위퇴칸식 건축의 유형별 대표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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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쇄형 주위퇴칸식 건축의 사례는 단층 비각부터 중층 궁궐 정전에 이르기까지 
모든 규모에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개방형 주위퇴칸식 건축은 창덕궁 존덕
정에서부터 제주 관덕정까지 실내공간이 없는 단층 전면 개방형의 규모가 가장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다각형 평면의 주위퇴칸식 건축은 주위퇴칸 너비
가 6자를 넘지 않고, [완전 폐쇄형] 또는 [전면 개방형]만이 해당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주위퇴칸은 건물의 맨 끝칸으로서 가장 좁은 칸인 경우가 일반적이며, 주위퇴
칸의 너비는 건물 전체 규모에 비례하여 나타난다. 주위퇴칸의 너비가 10자 이상
이 넘어가게 되면, 이때의 주위퇴칸식 건축의 유형은 폐쇄형에 집중되어 있으며, 
중층이나 단층 구성을 통해 높고 넓은 대형 공간을 조성하는 구조적 목적에 충실
한 주위퇴칸이 나타난다. 이 같은 경우는 의장에 집중하고자 하는 본 연구논문의 
주제와 다소 벗어난 대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다음 장에서는 주위퇴칸 너비가 10자 이하인 중소규모 주위퇴칸식 건축
을 중심으로 다루고자 한다. 이들의 용도는 주로 궁궐 침전과 편전, 봉안각(불상, 
어첩, 비석, 서화 등)과 정자, 문루, 장대에 집중되어 있다. 불특정한 거주를 위한 
일상적인 건물이라기보다 특정한 사람 또는 사물을 중시하는 상징적인 건물이라
는 공통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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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3. 폐쇄형과 개방형의 주위퇴칸 너비에 따른 규모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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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주위퇴칸과 중심부의 공간 구성

3.1.1. 궁궐 침전
조선시대 궁궐 침전은 가장 대표적인 [불완전 폐쇄형] 주위퇴칸식 건축이다. 2

장에서 살핀 동궐과 북궐 외에도, 서궐(西闕)로 불렸던 경희궁(慶熙宮)에서도 이 
유형이 빈번하게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경희궁은 1860년대 경복궁 중건공사를 
위해 훼철되었으나,86) 서궐영건도감의궤(西闕營建都監儀軌)(1832)을 통해 주
위퇴칸식 건축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의궤는 1829년(순조29) 화재를 겪은 
후 소실된 경희궁 주요 전각들을 복구한 내용이다. ｢실입(實入)｣에 융복전(隆福
殿), 회상전(會祥殿), 집경당(集慶堂), 흥정당(興政堂)에 사용된 자재의 종류와 
수량이 기입되어 있는데, 이중에서 고주(高柱)와 평주(平柱), 대량(大梁) 그리고 
퇴량(退梁)의 개수를 통해서 흥정당을 제외한 나머지 세 전각이 모두 주위퇴칸식 
건축이었음을 알 수 있다.87) 

융복전(隆福殿) 회상전(會祥殿) 집경당(集慶堂) 흥정당(興政堂)*
(주위퇴칸식이 아님)

도설

고주 12 16 10 3

평주 20 22 18 14

대량 3 2 2 6

퇴량 16 18 14 4

총 칸 수 15칸 18칸 12칸 12칸

표 3-1. 주위퇴칸식 건축의 단서가 되는 부재명과 개수
(출처: 서궐영건도감의궤(1832))

86) 경희궁은 숭정전(崇政殿), 회상전(會祥殿), 사현합(思賢閤,) 흥정당(興政堂)만 남기고 경복궁 
중건공사의 자재 조달을 위해 헐렸다. 남아있는 전각들도 일제강점기에 훼철되었다.  

87) 김효정‧장헌덕, ｢<서궐영건도감의궤>를 통한 조선 순조 대의 경희궁 침전‧편전 건물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2018년도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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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서궐영건도감의궤(1832)의 주위퇴칸식 전각

｢실입｣의 내용을 고려하면 경희궁 융복전은 정면 6칸, 측면 4칸 규모이며, 회상
전은 정면 7칸, 측면 4칸, 집경당은 정면 5칸, 측면 4칸으로 위와 같은 주망 구성
으 추정된다. 그런데 각 전각의 전체 규모는 융복전은 15칸, 회상전은 18칸, 집경
당은 12칸으로 기록되었다. 주위퇴칸에 속하는 칸이 모두 반칸(半間)으로 계산되
었기 때문이다. 

궁궐 건축에서 규모를 나타내는 방식은 사실 다양한 종류가 있다. 일례로 17세
기 창경궁수리소의궤(昌慶宮修理所儀軌)(1633)와 창덕궁만수전수리도감의궤
(昌德宮萬壽殿修理都監儀軌)(1657)에서 기록된 ‘○칸 사면퇴 □칸’과는 전혀 다
른 방식이다. ○은 정면에서 양 퇴칸을 제외한 정칸의 개수이며, □는 정면 칸수
와 측면 칸수를 곱한 값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창경궁 환경전과 경춘전은 5칸 사
면퇴 28칸, 함인정은 1칸 사면퇴 9칸으로 표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표기 방식은 
이 두 의궤에서만 나타나는데, 이후 다른 의궤나 궁궐지에서는 정칸의 개수와 
사면퇴 부분을 생략하고 마지막 □칸, 즉 정면 칸수와 측면 칸수를 곱한 값만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서궐영건도감의궤와 같이 퇴칸을 반칸으로 산정하는 방식은 장서각 소장의 
군소가옥연접도형(郡小家屋連接圖形)과 같은 19세기 말 주택의 간가도에서 잘 
나타난다. 주택의 경우에는 건축 규제나 조세(租稅)와 관련하여 면적을 정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퇴칸을 반칸으로 산입하는 방식이 널리 쓰였다고 
생각된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일정하게 정형화된 8자 기준으로 퇴칸은 실제로도 
너비가 4자로 정확히 반칸에 해당하는 표준화 양상을 보이는 경우가 많았다.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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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에는 꺾음집이라는 주택의 특수한 상황에서 꺾음부 가구를 합리적으로 조성하
기 위한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는 해석이 있다.88)

궁궐건축의 경우, 규제나 조세의 대상이 아니었음은 물론이며 주요 전각은 대
부분 꺾음부 없는 일자형(一字形)이다. 이 경우 퇴칸을 반칸으로 계산하면 규모 
산정에 다소 왜곡이 발생한다. 궁궐 침전에서 퇴칸이 실제로 반칸인 경우는 거의 
전무하다. 1615년(광해7) 광해군일기에 따르면, 창경궁(昌慶宮)의 전각이 사
면전퇴(四面前退)의 간가가 6자인 것은 옛 제도와 같다고 하였다.89) 이로부터 궁
궐 전각에 주위퇴칸을 사용하는 일과 그 너비가 6자 내외인 것은 조선 전기 때부
터 제도화되었음을 알 수 있다. 6자가 반칸이라면 12자가 협칸이나 정칸이 되어
야 하지만, 퇴칸의 너비가 7자 일 때에 협칸의 너비는 10~12자, 퇴칸이 6자 일 
때는 협칸은 9~10자, 퇴칸이 5자일 때 협칸은 8자로 고정적인 편이다. 즉, 궁궐 
전각의 퇴칸은 반칸보다 넓었다. 서궐영건도감의궤의 내용만으로는 어칸과 퇴
칸의 주간 너비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지만, 분명히 퇴칸은 반칸을 넘는 수준
이었다고 추정된다. 서궐영건도감의궤에서와 같이 퇴칸을 반칸으로 계산하면 
실제 규모 보다 축소되어 표현되는 것이다. 

현존하는 조선시대 궁궐에서 가장 큰 침전은 정면 11칸, 측면 5칸인 경복궁 강
녕전(景福宮 康寧殿)이다. 정면 9칸, 측면 4칸 규모인 경복궁 교태전(交泰殿)과 
만경전(萬慶殿)이 그 뒤를 따른다. 이들은 모두 가운데 대청 3칸, 양 옆의 온돌방 
각 3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런데 이 규모는 매우 특별한 경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경복궁을 제외한 나머지 궁궐에서 볼 수 있는 가장 흔하고 전형적인 침전의 
규모는 정면 7칸, 측면 4칸이며, 이보다 위계가 덜한 침전도 정면 6칸, 측면 4칸
을 벗어나는 경우가 드물었다. 정면 7칸일 때와 정면 6칸일 때의 차이는 가운데 
대청 칸수에 있을 뿐, 온돌방-대청-온돌방이 있는 중심부와 이를 둘러싸는 주위
퇴칸부로 구성되는 것은 동일하다. 주위퇴칸은 통로로 쓰일 뿐만 아니라 왕을 보
필하는 궁인(宮人)들이 점유하는 공간이기도 했다. 이들의 공간에 온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1917년 창덕궁 내전 화재 이후 경복궁 교태전을 이건하여 조성한  
현존하는 대조전(大造殿)에서는 고랑마루를 둘러싸서 주위퇴칸식 건축과 유사한 

88) 이강민, ｢조선후기 건축의 표준척도 운용에 관한 기초연구｣,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34(6), 2018, 110~111쪽

89) 광해군일기, 1615년(광해7) 11월 11일 4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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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만들어졌고, 안쪽에 궁인들의 직숙(直宿)을 위한 작은 온돌방이 여러 개 
구획되어 있었다.90) 그러나 이전 시기 주위퇴칸식 침전에서도 중심부에 궁인들을 
위한 온돌방이 있었는지의 여부는 확실히 알 수 없다. 

 

그림 3-2. 1920년대 창덕궁 대조전의 상궁 위계에 따른 방 배치
(출처: 金用淑 著, 朝鮮朝 宮中風俗 硏究, 一支社, 1986, 180쪽 위 음영표기) 

가장 보편적인 침전의 제도는 정면 7칸, 측면 4칸으로 대청 3칸과 온돌방 각 1
칸, 그리고 주위퇴칸부로 구성되었다.91) 창경궁 통명전, 경춘전(景春殿), 환경전 
등이 있다. 통명전과 환경전은 일제강점기에 온돌이 철거되고 전체가 우물마루로 
교체된 상태가 그대로 현존하고 있어서 온돌방의 영역이 어디까지였는지 확인이 
어렵다.92) 하지만 이 정도 규모의 침전에서 구들은 대부분 주위퇴칸을 침범하지 
않고 중심부에만 설치되었고 마루가 깔린 주위퇴칸부의 바닥 아래에는 아궁이가 
있거나 연도가 지나갔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추정에는 북한행궁(北漢行
宮)의 외전과 내전 건물지 유구가 좋은 참고가 된다. 1712년(숙종38)에 지어진 
전형적인 정면 7칸, 측면 4칸 규모의 주위퇴칸식 침전인데, 중심부 양쪽으로만 형

90) 金用淑 著, 朝鮮朝 宮中風俗 硏究, 一支社, 1987, 180, 452쪽
91) 이와 같은 규모의 침전은 창경궁에는 통명전, 경춘전, 환경전이 있고 경복궁에는 자선당, 경성

전, 연생전, 그리고 경희궁에는 회상전이 있다. 
92) 문화재청, 창경궁 통명전 실측조사보고서, 2001, 204쪽 ; 문화재청, 창경궁 환경전 보수공

사, 2010, 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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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고래와 주위퇴칸에 속하는 아궁이 및 연도를 뚜렷하게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3. 북한행궁지 내전 발굴현황
(출처: 경기문화재단 경기문화재연구원, 고양 북한행궁지 1차 발굴조사 중간보고서, 2014, 38쪽)

창경궁 양화당(昌慶宮 養和堂)과 경복궁 천추전(景福宮 千秋殿)과 같이 정면 6
칸, 측면 4칸 규모의 소규모 궁궐 전각에서는 중심부의 온돌방이 주위퇴칸부로 
확장되기도 하였다. 양화당은 중심부의 온돌방 후면과 측면 주위퇴칸부에 작은 
온돌방을 각 칸마다 여러 개로 구획하였다. 천추전의 경우 퇴칸과 협칸 너비가 각
각 5자와 8자로 궁궐 전각 중에서 가장 작은 간살이를 가지고 있는데, 주요 온돌
방이 지나치게 협소하다고 판단하여 주위퇴칸부의 작은 온돌방을 중심부와 통합
시킨 이례적인 구성을 볼 수 있다. 천추전과 쌍을 이루는 같은 규모인 만춘전(萬
春殿)도 중심부와 주위퇴칸부가 트여 있는 것으로 복원되어 있다. 따라서 이들 온
돌방 가운데에는 내주가 독립적으로 서 있는 모습이 관찰된다. 이러한 구성이 원
형인지 아니면 전시 연출을 위한 방책이었는지는 확인이 필요하다.93) 

93) 경복궁 침전지역 중건공사보고서(2000)에 의하면 천추전의 중심부 온돌방과 주위퇴칸 온돌
방 영역이 창호로 구분되도록 보수되었는데, 이후 사정전 일곽 정밀실측조사보고서(2014)에 
수록된 실측도면에는 해당 창호가 모두 철거된 채 중심부와 주위퇴칸 온돌방이 모두 트인 공간
으로 바뀌었기 때문이다. 천추전과 짝을 이루는 만춘전은 2000년 중건 당시부터 중심부 온돌방
과 좌우후면의 주위퇴칸이 트인 공간으로 복원되었다. 위치가 대칭을 이루고 간살이가 유사한 
이 두 전각의 실내 공간 연출을 위해 천추전도 트인 공간으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엿보이나 
정확히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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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창경궁 양화당 (b) 경복궁 천추전

그림 3-4. 주위퇴칸에 온돌이 설치된 궁궐 침전 사례

이와 같이 경복궁 강녕전과 같은 대규모 주위퇴칸식 침전에서는 중심부와 주위
퇴칸부가 뚜렷하게 구분되었고, 중소규모 침전에서는 측면과 후면 주위퇴칸부에 
온돌방이 별개로 형성되거나 중심부와 통합되어 만들어지기도 하였다. 하지만 주
위퇴칸 중에서 전면에 해당하는 영역에서 온돌방이 자리하는 일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궁궐건축에서 주위퇴칸은 전각과 전각 사이를 연결하는 데에도 매우 유리했다. 
여기에는 두 가지 방식이 쓰였는데, 첫째는 퇴칸을 가진 두 개의 전각이 직접 접
합하는 방식이고 둘째는 서로의 퇴칸을 연결하는 통로, 복도각(複道閣)을 설치하
는 방식이다. 전자의 사례로는 수원 화성행궁이 있다. 주요 건물인 봉수당(奉壽
堂)과 장락당(長樂堂)은 [전면 개방형] 주위퇴칸식 건축으로 퇴칸을 연접하여 두 
채의 건물이 복도각 없이 연결되었다. 후자의 사례는 복도각을 매개 삼는 방식으
로 대표적으로 창덕궁의 내전 일곽을 들 수 있다. 1917년 화재 이전 창덕궁 舊대
조전과 舊경훈각은 둘 다 주위퇴칸식 건축에 해당하는데, 각 주위퇴칸부 모퉁이
를 동일한 너비의 복도각으로 연결시킨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이 도면과 일치하
는 모습은 <동궐도>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경훈각은 중층 구조였으며, 대조전
은 가운데 대청부 3칸에 해당하는 지붕용마루가 높이 솟아있는 독특한 팔작지붕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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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면도 (b) 봉수당 주위퇴칸으로 이어지는 장락당 전퇴칸

그림 3-5. 화성행궁 장락당과 봉수당의 주위퇴칸 상호 연결 
(출처: 수원시, 화성행궁지: 기본 및 지표조사보고서, 1994, 179쪽 일부 재가공 ; 2017년 촬영)

(a) 대조전평면도 (b) 동궐도

그림 3-6. 창덕궁 舊대조전과 舊경훈각의 연결통로
(출처: 디지털장서각, <大造殿平面圖>의 부분재가공 ; 문화재청, 동궐도 읽기, 2005 재편집) 

현재의 희정당(熙政堂) 일곽에서도 주위퇴칸과 복도각의 관계를 잘 살필 수 있
다. 주지하듯 옛 희정당은 1917년 창덕궁 화재로 소실되었고 지금의 희정당은 앞
서 정면 11칸, 측면 5칸의 최대 규모 침전으로 언급되었던 경복궁 강녕전이  옮겨
진 것이다. 이후 작성된 창덕궁 희정당의 가구 배치도는 궁궐 침전이 주거 기능도 
겸한 권위건축임을 여실히 보여준다. 중심부에서도 벽체를 구획하여 입식(立式) 
서양식 가구 배치한 모습은 근대기에 침전이 상당히 기능적으로 사용되었음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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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히 보여준다. 이 해당 평면도에는 침대, 긴 의자, 안락의자, 둥근 탁자, 옷장, 스
크린 등이 자세하게 그려져 있다. 이 도면의 제목이 ｢희정당어거칸가구배치(熙政
堂御居間家具配置)｣인데, 희정당에서 동쪽 온돌방을 ‘어거칸’이라고 불렀던 것을 
알 수 있다. 중심부와 주위퇴칸부가 서로 엄격하게 구분되었고, 일부 주위퇴칸은 
별도의 공간으로 구획되어 장마루가 깔린 모습과 확인된다. 주위퇴칸이 다른 전
각을 향한 연결통로로 확장된 양상도 관찰된다. 주위퇴칸으로부터 동쪽으로는 흥
복헌(興福軒)으로, 남쪽으로는 귀빈실(貴賓室)로 연결되었다. 

그림 3-7. 창덕궁 희정당(경복궁 강녕전) 어거칸 가구 배치도
(출처: 디지털장서각, <熙政堂西側濡椽屋根庇及立樋並>의 부분재가공) 

  

이와 같이 궁궐 침전은 [불완전 폐쇄형]에 해당하는 주위퇴칸식 전각이 대부분
이며, 중심부와 주위퇴칸의 구분이 실내에서 벽체를 통해 세분되는 경향이 강하
다. 이와 같은 궁궐 침전의 건축형식은 19세기 후반부터 상류층을 중심으로 주택
건축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94) 조선 전기부터 대청에 전퇴를 갖추
는 일은 줄곧 있어왔다. 상류주택을 중심으로 전퇴와 후퇴를 모두 갖추는 집이 점
차 늘어났고, 조선 말기에는 전후퇴뿐만 아니라 측면퇴까지 갖추며 전퇴 또는 후
퇴와 이어져 ㄱ자 또는 ㄷ자로 꺾인 퇴칸을 조성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났다. 
특히 19세기말에서 20세기 초에 지어진 상류주택에 많은 사례가 있는데, 서울 운
현궁 노락당(雲峴宮 老樂堂) 및 노안당(老安堂, 1864), 경기도 운당고택(雲堂古
宅, 19세기 전반),95) 전주 학인당(學忍堂, 1908), 보은 우당고택(報恩 愚堂古宅, 

94) 송명희, 운현궁의 건축요소와 공간구성의 조영체계,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예술전문사 학
위논문, 2013



- 79 -

1919~1921), 관훈동 민씨가옥(1920년대), 강화도의 우일각(羽日閣, 1925) 안
채96) 등이 있다. 이와 같은 주택 사례에서는 방과 복도가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중심부와 주위퇴칸부의 경계가 보다 유연하다고 볼 수 있지만, 대청의 전면을 중
심으로는 그 경계가 유지되어 궁궐 침전과 비슷한 공간구성과 입면을 갖는 측면
이 있다. 특히 개방된 구조의 꺾인 퇴칸은 퇴칸이 아예 없는 경우보다 상대적으로 
우아하고 격조 있는 외관을 지니게 한다.  

(a) 운현궁 노안당 (b) 운당고택 (c) 강화도 우일각

그림 3-8. 19-20세기 초 상류주택
(출처: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운현궁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5 ; Google) 

관아(官衙)건축에서도 주위퇴칸을 포함하여 정면 7칸, 측면 4칸의 제도가 쓰인 
예시가 다수 있다. 우선 삼군부 총무당(三軍府 總務堂)과 종친부 경근당(宗親府 
敬近堂), 의정부 정본당(議政府 政本堂)을 들 수 있다. 이 세 사례는 1860년대에 
일제히 건립되었는데, 새로운 제도가 도입된 결과라기보다는 이전 제도를 그대로 
이어 지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궁궐 침전 제도와 동일한 정면 7
칸, 측면 4칸의 주위퇴칸식 건축은 가장 높은 위계에 속한 관청 주요 건물에 적용
되는 형식이었다고 판단된다. 주위퇴칸은 각 감영(監營)의 선화당(宣化堂)97)과 

95) 순조 연간(1800~1834) 내관이 왕실로부터 하사받은 재목으로 짓고 살았던 고급 한옥이다. 서
울 종로구 운니동 65-1번지에 있었다. 박흥식의 조카 박병교의 소유였던 것을 한국전쟁 이후 
가야금병창 향사 박귀희(香史 朴貴姬, 1921~1993)가 1958년에 인수하여 여관으로 개조하여 
‘운당(雲堂)’이라 이름 짓고 운영하였다. 운당여관은 프로바둑의 성지로도 유명하였는데, 1989
년에 매각되어 헐릴 위기에 처했을 때도 언론의 관심을 받아 결과적으로 주요건물이 일부 1993
년 경기도 남양주 영화종합촬영소에 이전·복원되었다. ㄷ자로 꺾인 퇴칸이 처음부터 있었던 것
인지 여관으로 개조되며 생긴 것인지는 불확실하다. -｢운당여관 옛날대로 복원된다｣, 한겨레, 
1989년 9월 21일자 ; 이영미, ｢종로의 영화와 공연예술, 그 공간 –서대문부터 동대문까지｣, 서
울역사박물관 문화탐방체험교실, 2010

96) 김봉렬, 조선 후기 한옥 변천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1982, 54, 
58쪽 

97) 조선시대 8도 감영 중에서 선화당이 주위퇴칸식 건축으로 확인되는 사례는 충청감영, 전라감
영, 경상감영, 함경감영 4곳이다. 충청감영과 함경감영 선화당은 주위퇴칸 포함 정면 8칸, 측면 
4칸이며 전라감영은 정면 7칸, 경상감영은 정면 6칸으로 다양하였다. 경기감영은 비대칭구성으
로 주위퇴칸을 갖추었다고 볼 수는 없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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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용영(壯勇營)의 내대청과 외대청98)에서도 살필 수 있는데, 이때에는 정면 칸수
가 늘거나 줄어들어 8칸이나 6칸과 같은 짝수이거나 7칸이나 5칸과 같은 홀수 등
으로 적용되었기 때문이다. 즉, 중앙과 지방의 각종 관아시설의 중심 건물은 주위
퇴칸과 측면 4칸을 고정적으로 유지하면서 정면 칸수 변화를 통해 차등을 두었다
고 추정된다. 특히 삼군부 총무당과 종친부 경근당은 용척과 간살이가 거의 일치
하는데, 주위퇴칸의 너비도 모두 7자이며, 협칸과 정칸에 구분을 두지 않고 일률
적인 10자로 구획된 것도 동일하다. 이러한 시설에서의 중심부와 주위퇴칸의 구
분은 비교적 명확한 편이며 가운데 대청을 두고 중심부의 양 끝 칸에 온돌방이 위
치하였다. 다만 주위퇴칸의 개방과 폐쇄 양상이 침전과 차이를 보인다. 사실 해당 
사례들의 주위퇴칸 개방 여부는 확실하게 알 수 없지만, 침전이 가운데 대청부서
만 퇴칸을 개방하고 나머지는 폐쇄하였던 것에 비하여 관아시설에서는 보다 개방
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삼군부 총무당과 종친부 경근당에서와 같이 전면과 후
면의 퇴칸은 개방된 구조가 쓰였다.99) 

(a) 삼군부 총무당 (b) 종친부 경근당

그림 3-9. 주위퇴칸 중 전면과 후면이 개방된 중앙 관아의 주요건물
(출처: 문화재청,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 이전복원수리공사보고서, 2013)

  

98) <본영도형(本營圖形)>에 표현된 간가도를 통해 외대청과 내대청이 주위퇴칸식 건축임을 확인
할 수 있다. 외대청 규모는 주위퇴칸 포함 정면 5칸, 측면 4칸이며, 내대정은 정면 9칸, 측면 4
칸이다. 외대청은 내주로 둘러싸인 중심부 3칸의 서측칸만이 온돌방인 비대칭 구성이며, 내대청
은 중심부 7칸의 양 끝 한 칸씩이 온돌방이고 나머지 5칸이 모두 대청이다. -정정남, ｢壯勇營
의 한성부내 입지와 영사의 건축적 특성 -本營圖形의 분석을 중심으로｣, 藏書閣 21, 2009  
  

99) 최근 발굴된 의정부 정본당의 경우 근대기 사진을 통해 주위퇴칸의 모든 면이 개방된 것을 알 
수 있으나, 후대의 변형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즉, 삼군부 총무당이나 종친부 경근당과 같이 
전면과 후면의 퇴칸은 개방하되 주위퇴칸의 측면부는 닫힌 구조를 취하였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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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과 같이 간살이가 일정하게 정형화된 주위퇴칸식 건축은 관영건축에서 가
장 활발하게 나타난다. 주위퇴칸과 중심부는 벽체나 분합을 두어 철저하게 구분
되었는데, 특히 다양한 사람들이 드나드는 궁궐 침전에서 주위퇴칸을 두른 형식
은 동선과 공간을 구분하고 다른 전각이나 복도각을 연결하는데 효율적이었다. 
주위퇴칸 너비는 5, 6, 7자 중 하나였으며 중심부의 간살이도 8~12자의 범위 안
에서 주위퇴칸 너비에 비례하며 일정하게 사용된 편이었다. 이렇게 관영건축에서 
주위퇴칸을 갖춘 형식은 17세기 이전부터 제도화 되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19세
기 후반까지도 활발하게 사용되었다. 

3.1.2. 불전과 봉안각
불전과 봉안각은 불상(佛像)이나 어진(御眞), 어첩(御帖) 등을 모시고 의식을 

행하는 전각이다. 중요한 사물이 점유하는 공간도 필요하고, 그로부터 적절한 거
리를 유지하며 사람이 예를 올릴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 즉, 물건이 사람보다 
높은 위계에 있음을 직관적으로 드러내야하는 건물이다. 중심부와 주위퇴칸의 위
계적 구성이 가장 적절하게 작동할 수 있으므로 봉안각은 흔히 주위퇴칸식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다. 대신 [완전 폐쇄형]과 [1~3면개방형], 그리고 [전면개방
형]이 모두 고르게 분포하고 배전(拜殿)을 덧붙이는 등의 다양한 변형을 가미해
왔기 때문에 관영건축에서와 같이 일률적인 모습을 찾아볼 수는 없다. 

보은 법주사 원통보전(報恩 法住寺 圓通寶殿)은 [완전 폐쇄형]인 주위퇴칸식 
불전이다. 俗離山大法住寺事蹟記(1630)에 6칸 규모로 기록되어 있어서 정유재
란 이후 6칸으로 재건되었다가, 1647년(인조25)에 현재와 같은 9칸의 주위퇴칸
식 구성을 갖추게 되었다고 추정되었다.100) 이 시점은 법주사 원통보전에서 발견
된 3개의 상량문 중 가장 오래된 것에 해당한다. 주위퇴칸을 포함하여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정방형 평면으로 퇴주열을 따라 벽체가 형성되어 폐쇄적인 구조

100) 문화재청, 법주사 원통보전 실측수리보고서, 2010, 80쪽 ; 이 보고서에 따르면, 俗離山大
法住寺事蹟記(1630)에는 원통보전이 6칸 규모로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 6칸 규모였을 때는 정
면 3칸, 측면 2칸이 가장 유력하다. 지금과 같은 9칸 규모가 된 것은 가장 이른 상량문이 발견
된 1647년으로 추정되는데, 현재와 같은 모임지붕이 이때에 갖추어졌다고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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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가지고 있다. 내부에는 4개의 내주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 후열의 내주는 
불벽을 구성하는 데 쓰였다. 중세 불전의 경우, 불상 앞에서 예불(禮佛)을 올리는 
데에 거추장스러울 수 있는 전열 내주를 생략하는 경우가 많아서 이처럼 전열 내
주가 그대로 유지된 경우는 손에 꼽힌다.101) 특히 법주사 원통보전은 조선 후기
에 재건된 불전에서 보기 드문 고대 평면을 계승한 사례로 평가받는다.102) 내부 
바닥은 동일한 레벨로 우물마루가 깔려 있고, 천정의 우물반자는 중심부가 주위
퇴칸보다 더 높게 조성되어 있다. 주위퇴칸의 너비는 약 2.1m로 7자에 가깝고, 
정칸의 너비는 정면은 약 4.1m, 측면은 약 3.5m로 완벽한 정방형과는 다소 거리
가 있으며, 퇴칸과 정칸의 비율은 정면 기준 0.51, 측면 기준 0.6이다.

(a) 평면도 (b) 내부 사진

그림 3-10. 법주사 원통보전의 공간 구성
(출처: 국가문화유산포털)

순천 선암사 원통전(順天 仙巖寺 圓通殿)은 현재는 [완전폐쇄형]에 해당하지만 
이전에는 [1-3면 개방형] 주위퇴칸식 불전이었다. 1660년(현종1)에 지어져 
1698년(숙종24)와 1824년(순조24)에 개축되었다.103) 주위퇴칸을 포함하여 정
면 3칸, 측면 3칸의 정방형 평면인 것은 법주사 원통보전과 동일하지만, 전면 가
운데에 배전으로서 1칸이 더 부가되었고, 실내공간도 내주열과 후면 퇴주열을 따
라 丁자형으로 구획된 점이 이색적이다. 단칸의 돌출부가 3면이 개방된 주위퇴칸
과 합쳐져 외부로 열린 넓은 마루 공간이 조성되었고, 계자난간이 둘러져 있다. 

101) 대표적으로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 구례 화엄사 대웅전, 기림사 대적광전이 있다. 단, 이 불전
들은 모두 정면 5칸, 측면 3칸인데, 전열 내주 4개가 모두 정치된 경우는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 
뿐이며, 화엄사 대웅전과 기림사 대적광전의 전열 내주는 양 끝의 내주만 정치되고 가운데 2개
가 생략되었다. 

102) 전봉희‧이강민, 앞의 책, 2006, 144-145쪽
103) 디지털순천문화대전 http://suncheon.grandculture.net/suncheon/toc/GC07600401



- 83 -

이와 같은 공간 구성은 朝鮮古蹟圖譜에 실린 사진에 의해서 확인되는 것이다. 
현재는 퇴주열에 벽체가 신설되었고 중심부를 둘러싼 내주열의 벽체는 실내공간 
속에 있다. 즉, 예전에는 중심부에 해당하는 불상이 놓인 공간과 후면퇴칸에 해당
하는 뒤편의 부속실만이 실내공간이었고, 예불을 드리는 공간은 반외부에 해당했
지만, 현재는 돌출부를 제외한 모든 공간이 실내로 통합되어 [완전폐쇄형]이 된 
것이다. 돌출부의 역할은 이전에는 3면의 주위퇴칸과 동일한 마루바닥을 가져 배
전으로서의 여유 공간을 확보하는 것에 치우쳐져 있었는데, 이제는 돌출부의 마
루가 철거되어 돌출부는 예불시 중앙칸으로 진입하는 특별한 동선을 위한 공간이 
되었다. 지붕과 이 불전은 정면 돌출부를 제외하고 정면과 측면길이가 모두 7.5m
로, 정확한 정방형 평면을 이룬다. 주위퇴칸 너비는 약 2.2m로 7자에 해당하며, 
정칸은 약 3.1m이어서 퇴칸과 정칸의 비율은 약 0.71로 나타난다. 

(a) 일제강점기 추정평면도 (b) 내부 모습 현황

그림 3-11. 선암사 원통전 내부에 남아있는 내주열의 옛 외벽체

(a) 일제강점기 [1~3면 개방형] (b) 현재 [완전폐쇄형]

그림 3-12. 선암사 원통전 주위퇴칸의 개폐 변화
 (출처: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 13, 1931 ; Google) 

의성 고운사 연수전(義城 孤雲寺 延壽殿)은 실내공간이 있는 [전면 개방형]에 
해당한다. 고운사 연수전은 1744년(영조20) 영조(英祖)의 어첩을 봉안하기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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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원당(願堂)으로 세워져 1902년(고종39) 고종의 기로소 입소를 기념하며 재창
(再創)되었다.104) 주위퇴칸을 포함하여 정면 3칸, 측면 3칸의 정방형 평면에, 마
루가 깔린 주위퇴칸에 계자난간이 둘러진 것은 선암사 원통보전과 동일하지만, 
돌출부가 없고 실내 공간이 중심부에만 형성된 것이 다르다. 정면이 측면보다 1
자 정도 길지만 정방형 평면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1719년(숙종45) 서울 육조거
리에 숙종의 어첩 봉안각으로 건립된 기로소 영수각(耆老所 靈壽閣)을 모본(模
本) 삼은 것으로 추정된다.105) 바닥은 주위퇴칸과 중심부 모두 동일한 레벨로 우
물마루가 깔려있으며, 천정은 주위퇴칸과 중심부에 모두 장목에 반자를 끼워 넣
었고 화려한 문양의 단청으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다. 중심부의 천정은 대들보 하
단까지 최대한 높이를 올려서 상부에 어첩을 봉안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채감
(彩龕)을 설치하였다.106) 중심부 반자에는 왕을 상징하는 승룡(乘龍) 도상이 그
려져 있다. 고운사 연수전의 주위퇴칸 너비는 약 1.5m로 5자에 해당하며, 정칸은 
정면이 2.7m, 측면은 2.4m이다. 퇴칸과 정칸의 비율은 정면 기준 0.55, 측면 기
준 0.63으로 나타난다. 

(a) 현황 전경 (b) 평면도 및 종단면도

그림 3-13. 의성 고운사 연수전의 공간 구성 
(출처: 의성군, 의성고운사연수전 국가지정문화재등의 지정요청자료보고서, 2019, 65, 70쪽 위 재작도)

104) 의성군, 의성고운사연수전 국가지정문화재등의 지정요청자료보고서, 2019
105) “영수각은 기영관 동쪽에 숙종 기해년(1719) 새로 건립되었다. 각 1칸은 남향하고 있으며 벽 

가운데 체감(彩龕)을 설치하고 어첩을 봉안하였으며 앞에는 분합을 설치하였다. 사면에는 전퇴, 
각 반 칸이 있고 계자난간(伏檻)으로 둘러 싸였다. 기단 아래에는 소금물을 담은 그릇(鹽水盆)
이 있다. 네 모퉁이를 높은 담으로 둘러싸고 남쪽에는 3칸의 삼문이 있다(靈壽閣在耆英館東, 肅
宗己亥新建。閣一間南向, 中壁說彩龕, 奉安御帖, 前設分閤。四面前退各半間, 環以伏檻。階下置鹽
水盆。於四角, 繞之以高墻, 南有三門三間。).” 기사지(耆社志), 卷1, 갑편 관우조(甲編 館宇
條), 1849년(헌종15) ; 이용윤, 조선후기 사찰에 건립된 耆老所 願堂에 관한 연구｣, 불교미술
사학 3, 2005, 190쪽 수정 및 재인용 

106) 의성군, 위의 책, 2019, 73,7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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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의성 고운사 연수전 내부의 채감과 천정 승룡 도상
(출처: 의성군, 앞의 책, 2019, 74쪽) 

여수 흥국사 원통전(麗水 興國寺 圓通殿)은 [전면 개방형] 주위퇴칸식 불전이
다. 1624년(인조2)에 재건되었다. 주위퇴칸을 포함하여 정면 5칸, 측면 3칸 규모
에 선암사 원통전과 마찬가지로 전면에 돌출부가 있는데, 이 부분의 기둥 개수와 
위치, 마루널의 모양과 크기, 그리고 지붕 접합부를 살피면 주위퇴칸이 있는 본전
(本殿)에 해당하는 부분과 확연히 구분이 된다. 후대에 예불 공간으로서 부가된 
것으로 추정된다. 丁자형 평면에는 전체가 우물마루가 깔려있는데, 세 공간에 조
금씩 단차가 있다. 중심부의 마루높이가 가장 높고, 돌출부의 마루높이가 가장 낮
다. 특이하게도 중도리가 중심부를 구획하는 내주 위에 얹힌 게 아니라 대들보 위 
동자주에 얹혀 중심부 안쪽으로 치우친 모습이다. 중도리가 내주열에 위치하는 
통상적인 방법으로 내주열과 퇴주열 간격이 좁아서 처마 내밀기가 충분하게 이루
어지지 않기 때문에, 중도리를 내주 위에 두지 않고 최대한 안쪽에 두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 전각의 주위퇴칸 너비는 약 1.2m인 6자로 매우 좁은 편에 속하는
데, 퇴칸과 협칸의 비율은 0.51로 나타난다.  

그림 3-15. 흥국사 원통전의 공간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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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6. 흥국사 원통전 돌출부와 주위퇴칸의 마루
(출처: Btn 불교TV, <한국의 명찰 22회: 영취산 흥국사>, 2005)

서울 동관왕묘 정전(東關王廟 正殿)은 1602년(선조35)에 건립되었다.107) 주
위퇴칸을 포함한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의 본전 앞으로 정면 5칸, 측면 2칸의 
배전(拜殿)이 나란히 결합된 특수한 형태다. 본전에는 전후좌우에 퇴칸이 형성되
었는데, 전면(前面) 주위퇴칸은 배전과 공간이 합쳐지면서 실내공간으로 흡수되
었고 양 측면과 후면의 주위퇴칸이 3면에 걸쳐서 외부를 향해 개방된 모습이다. 
이중 좌우 주위퇴칸은 배전 측면까지 연장되었고, 본전과 배전을 감싸는 내주열
에는 폐쇄적인 조적벽체가 두껍께 쌓여있다. 6자 너비의 주위퇴칸은 이 두꺼운 
벽체 때문에 실제 너비는 4자 정도에 불과하다. 바닥은 정전과 배전, 안팎구분 없
이 모두 전돌이 깔렸으며, 천정은 우물반자로 조성되었다. 이와 같은 동관왕묘 정
전의 주위퇴칸은 다른 사례에 비하여 매우 독특하다. 대개의 경우 주위퇴칸부에
는 내부 공간과 소통할 수 있는 개구부를 적극적으로 두는데, 동관왕묘 정전의 주
위퇴칸과 중심부 사이에는 개구부를 거의 두지 않은 채 두터운 조적 벽체가 있어 
오히려 외부와 내부과 단절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내주는 이 두터운 벽체 안에 묻
혀있다. 국내에서는 매우 생경한 방식으로 중국건축과 상당히 흡사하다. 주위퇴칸
의 너비는 1.9m로 6자에 해당하여 넓은 편이지만, 두께가 약 2.5자의 두터운 조
적벽체 때문에 실제로는 좁다.108) 협칸은 정면이 약 4m, 측면이 약 4.2m이고, 퇴
칸과 협칸의 비율은 정면 기준 0.45, 측면 기준 0.45가 된다.

107) 종로구청, 서울 동관왕묘 학술조사 및 고증 연구용역 보고서, 2018, 19-20쪽
108) 이 주위퇴칸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밝혀진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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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7. 동관왕묘 정전의 공간 구성
(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동묘의 건축, 2004)

 
그림 3-18. 동관왕묘 정전 종단면도 

(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동묘의 건축, 2004)

수원 화성행궁(水原 華城行宮)과 인접한 화령전(華寧殿) 정전은 정조(正祖)의 
어진 봉안각으로서 1801년(순조1)에 지어졌다.　재임 중 왕의 어진을 단독으로 봉
안하거나 태조(太祖)의 어진을 단독으로 봉안한 영전(影殿)은 줄곧 있었지만, 화
령전과 같이 바로 대를 이은 선왕의 어진을 단독으로 모시는 영전은 흔하지 않다. 
화령전 건립은 1721년(경종1)에 강화 장령신전(長寧新殿) 건립을 선례로 따랐다
고 추정된다.109) 숙종은 병자호란 이래로 방치된 강화도의 방어시설을 전면적으

109) 장령신전은 1721년(경종1) 숙종(肅宗)의 어진을 펴서 봉안하기 위해 장령구전 서편에 새로 
건립되었는데, 전후퇴가 있는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통풍을 위해 정면과 양 측면이 장지문(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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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재구축한 큰 업적이 있다.110) 경종은 이 업적을 기리고자 숙종의 어진 봉안각 
장령신전을 세웠다. 순조가 화령전을 세운 것도 아마 거대한 수원화성과 행궁을 
축조한 정조의 특별한 업적을 기리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짐작된다.111) 

화령전 정전은 ‘운한각(雲漢閣)’이라는 현판을 달고 있으며, 주위퇴칸을 포함하
여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이다. 전면퇴칸이 측벽 없이 모두 개방된 [1~3면개방
형]에 속하는 주위퇴칸식 영전이다. 후열 내주 가운데 칸에 합자(閤子)112)를 설
치하고 중심부 밖으로 어진을 보관하는 작은 공간이 1칸 규모로 조성되었다. 이 
공간을 제외하고 중심부와 후퇴칸, 그리고 좌우퇴칸이 현재는 모두 트여 있지만, 
원래는 내주열에 남북방향으로 벽체를 두어 좌우퇴칸을 익실(翼室)로 구분하였
다. 지금도 내주열에 인방재를 결구한 흔적이 남아있고 우물반자가 좌우퇴칸은 
제외하고 조성되어 있다.  

현재 실내공간은 전부 마루가 깔려있지만, 이는 후대의 변형이 가해진 것이다. 
건물 좌, 우, 후면에는 중앙에 온돌이 설치되었을 때 사용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함실아궁이가 한 개씩 남아있다. 후면에는 함실아궁이와 함께 양 옆으로 연기가 
빠져나가는 구멍도 있어 어진을 두는 작은 공간에 온돌을 두었던 것은 확실하나, 
좌우 익실까지도 온돌 구조였는지는 확실치 않다.113) 영전에서의 온돌은 어진을 
보호하기 위한 습기 제거 장치였다. 화령전 뿐만이 아니라 도성 남쪽의 영희전(永
禧殿), 그리고 전주의 경기전(慶基殿)에도 온돌이 있었다. 여러 영전에 있던 온돌
을 일괄적으로 마루로 교체한 것은 1872년(고종9)의 일로서,114) 온돌에서 불을 

子)으로 되어있었다. 이와 같은 구성은 경희궁 자정전(慶熙宮 資政殿)과 유사하였던 것으로 추
정된다. -안선호, 조선시대 진전건축 연구, 원광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논문, 2010, 
129~130쪽

110) 1677년(숙종3) 강화읍성(江華邑城)과 화개산성(華蓋山城)을 개축하고 전란 대비용으로 덕진
진에 행궁을 세웠고, 1687~1693년에 걸쳐 강화외성을 축성하였으며 이후 강화부성도 축성을 
추진하여 1711년(숙종37)에 완성하였다. 같은 해에 지금의 교동도에 있었던 덕진정사(德津亭
舍)는 고려궁지(高麗宮址)로 옮겨졌고 강화행궁(江華行宮)이라 불리게 되었다. -이경수, 숙종, 
강화를 품다, 역사공간, 2014, 65~71, 177, 184~197쪽  

111) 김동욱·조옥연·정춘환, ｢화령전의 제례의식과 건축특성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14(1), 
2005, 58쪽

112) ‘작은 문이 달린 공간’을 뜻한다. 화령전에 당가(唐家, 닫집)이 설치되지 않고 합자를 설치한 
것은 검소한 정조의 뜻과 창덕궁 주합루의 예에 따른 것이라 한다. -순조실록, 1801년(순조
1) 2월 10일 2번째기사 (김동욱·조옥연·정춘환, 앞의 논문, 2005, 61쪽 재인용)

113) 김동욱·조옥연·정춘환, 위의 논문, 2005, 64-65쪽
114) 禮曹啓曰, 永禧殿酌獻禮入侍時, 本殿殿內, 華寧殿殿內, 改堗爲廳事, 旣承下敎矣。-승정원일기

, 1872년(고종9) 5월 9일 4번째기사 ; 傳曰, 慶基殿·璿源殿, 依永禧殿例, 改堗爲廳, 移還安告由
之節, 令各該道臣, 從便擧行事, 分付。-승정원일기, 1872년(고종9) 5월 14일 5번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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떼다가 화재가 발생하여 어진이 소실될 것을 염려한 조처로 풀이된다.115) 

(a) 평면도 (b) 내부 합자 및 외부 함실아궁이

그림 3-19. 화령전 정전의 공간 구성

이상과 같은 화성행궁의 화령전에 사용된 주위퇴칸식 구성은 앞서 언급한 강화
행궁의 장령신전(長寧新殿)의 증축 결과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된다. 
화령전의 모본이라 할 수 있는 장령신전은 1721년(경종1)에 장령구전의 서편에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건립되었고, 영·정조 연간 이건과 증축을 겪으며 주위퇴
칸을 갖추게 되었다.116) 장령신전은 병인양요(丙寅洋擾)로 소실되어 현존하지 않
기 때문에 그 구성을 자세히 알 수 없지만, 증축으로 주위퇴칸을 갖춘 마지막 모
습이 <강화부궁전도(江華府宮全圖)>(1881)117)에 남아있다. 이 그림은 이미 사
라진 건물을 그린 것이기 때문에 내주열과 퇴주열의 기둥 개수가 사실과 동떨어
졌을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표현된 그대로 해석하자면, 3면을 둘러싼 퇴칸을 포
함하여 정면 6칸, 측면 4칸의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화령전과 달리 전면과 양 측
면의 퇴칸이 온전히 개방되었고 퇴주열에 발을 늘어뜨리고 있는 점이 독특하다. 

115) 김동욱·조옥연·정춘환, 위의 논문, 2005, 59쪽
116) 안선호, 앞의 논문, 2010, 129-130쪽
117) “경기도 강화부의 행궁과 그 일대 전각의 모습을 산수 표현을 곁들여 묘사한 건물 도형으로 

모두 4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폭을 화첩 크기로 접을 수 있게 되어 있다. 각 폭에 묘사된 
건물은 제1폭이 행궁, 제2폭이 외규장각, 제3폭이 장령전, 제4폭이 봉선전(奉先殿)과 만령전(萬
齡殿)이다.” -국립고궁박물관, 조선왕실의 어진과 진전, 2016, 1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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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전경사진 (b) 강화부궁 장령전

그림 3-20. 화성행궁 화령전과 강화부궁의 장령전
(출처: 2017년 촬영 ; <강화부궁전도> 제3폭, GoogleArt&Culture)

창덕궁 주합루(昌德宮 宙合樓)는 1776년(정조1) 정조가 역대 어제(御製)와 어
필(御筆)을 보관하기 위해 세우고 또한 자신의 어진(御眞), 어제, 어필, 보책(寶
冊), 인장(印章)을 봉안하는 용도로 쓰인 2층 누각 형식의 전각이다.118) 누각은 
대개 높여진 마루바닥 아래는 비워지는 경우가 많은데, 주합루는 윗층에도 아래
층에도 모두 실을 조성하여 특별한 형식을 취했다. 정조실록에서 주합루의 건
축형식을 ‘상루하헌(上樓下軒)’이라 한 것은 이와 같이 아래층도 번듯한 실내공간
을 있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119) ‘규장(奎章)’은 어제와 어필을 뜻하며 조선 전
기에도 이를 보관하는 전각을 규장각이라 하였다. 정조가 창덕궁 후원에 세운 이 
전각은 처음에 어제각(御製閣)이라 하였다가, 아래층에는 예전 숙종이 쓴 ‘규장
각’ 현판을, 윗층에는 정조가 쓴 ‘주합루(宙合樓)’ 현판이 걸리면서 이 전각은 두 
개의 이름을 갖게 되었다. 규장각이 창덕궁 인정전 서편의 궐내각사로 옮겨지게 
된 이후부터 주합루가 이 전각 전체를 이르는 명칭으로 통용되었다.  

주합루는 주위퇴칸을 포함하여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다. 창호로 구획된 1층
의 내부 공간에는 가운데 마루가 있고 양 옆에 온돌이 있는데, 온돌은 화령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종이의 양호한 보존을 위해 제거 용도로 설치하였다고 보인
다. 실내에서 가운데 마루와 온돌 사이를 구획하는 벽체가 없고 서로 다른 바닥재
료가 단차 없이 같은 높이에서 만나는 점이 이색적이다. 1층의 외부로 열린 주위
퇴칸에는 툇마루가 깔려있고 2층에 오르는 계단이 있다. 2층도 1층과 동일한 구
조로 중심부와 주위퇴칸이 분합문을 통해 실내와 실외로 서로 구분되어 있는데, 

118) 정조실록, 1776년(정조 즉위년) 9월 25일 2번째 기사 ; 누각(樓閣)은 누옥(樓屋), 층루(層
樓)라고도 하며, 바닥이 높게 띄워져 2층을 형성하고 사방이 트인 건축형식을 지칭한다. -장기
인, 한국건축사전, 보성문화사, 1985, 14쪽

119) 김도경, ｢주합루｣, 삶과 꿈, 누정에 담다, 달아실, 2018, 64-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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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돌 없이 모두 우물마루가 깔려있다. 

(a) 하층 평면도 (b) 상층 평면도

그림 3-21. 창덕궁 주합루 평면도

1층 천정은 중심부와 주위퇴칸 모두 2층 마루귀틀 하부에 우물반자틀을 덧대어 
고정하여 우물반자를 같은 높이로 조성하였다. 2층 천정은 중심부에만 우물반자
를 두었고 주위퇴칸부에는 서까래가 노출되었다. 내주는 원주(圓柱), 퇴주는 각주
(角柱)인 점이 경복궁 경회루와 동일하다. 원주로 둘러싸인 중심부와 각주로 둘
러싸진 주위퇴칸부 공간에 위계 차이를 반영하였다고 볼 수 있다. 1층과 2층 모
두 계자난간을 둘렀다. 주위퇴칸의 너비는 약 2.1m로 7자에 해당하고, 협칸은 정
면은 약 3m, 측면은 약 2.5m으로서, 퇴칸과 협칸의 비율은 정면 기준 0.7, 측면 
기준 0.84로 나타난다.

(a) 하층 중심부에서 벽체 없이 이어지는 온돌과 마루 (b) 하층 주위퇴칸 (c) 상층 주위퇴칸

그림 3-22. 창덕궁 주합루의 공간 구성
(출처: 김도경, 앞의 책, 2018, 64쪽 ; 문화재청, 창덕궁 주합루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6)

서책을 위한 중층 구조를 가진 주위퇴칸식 봉안각의 사례로는 사고(史庫)가 있
다. 사고는 왕실의 족보를 보관하는 선원보각(璿源譜閣)과 실록을 보관하는 사각
(史閣)으로 구성된다. 조선 후기 외사고(外史庫)는 모두 네 곳에 있었는데, 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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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사고 전각은 온전히 남아있지 않다. 이 중에서 오대산 사고와 태백산 사고의 
선원보각과 사고가 모두 규모와 구조가 쌍둥이처럼 닮은 주위퇴칸식 건축이다. 
오대산 사고에서는 이 두 건물이 앞뒤로 놓였고, 태백산 사고에서는 좌우로 나란
히 놓였는데, 이러한 배치는 지세에 따른 것으로 추정된다.120) 현재 태백산 사고
는 터만 남아 있으며, 평창 오대산 사고의 선원보각과 사각은 1992년에 재건되었
다. 재건된 건물을 기준으로 주위퇴칸의 너비는 1.2m로 약 4자에 해당하며 협칸
과 퇴칸의 비율은 0.40으로 매우 작게 나타난다. 오대산사고 사각에 하층에 실내
공간이 구획된 것은 1893년(고종30) 선원록에 비해 크게 늘어난 실록의 서궤(書
櫃)를 수용하기 위해 증축된 것이다. 즉, 원래의 설계 의도는 1층은 비워두고 2층
만 사용하는 고상식(高床式) 창고였다고 볼 수 있다.121) 습기와 해충을 방지하는 
목적이 우선이었겠지만, 건물의 높이로 봉안물의 권위를 드러내는 효과를 거두기
도 하였다. 

(a) 선원보각 평면도 (b) 일제강점기 선원보각 전경

그림 3-23. 평창 오대산 사고의 선원보각
(출처: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 11, 1931)

현재에는 평범한 단층의 장방형 평면을 가지고 있는 순천 선암사 장경각(仙巖
寺 藏經閣)도 원래는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정방형 평면을 가진 중층 주위퇴
칸식 전각이었다. 이러한 선암사 장경각의 옛 모습은 평창 오대산 사고나 태백산 
사고의 사각과 선원보각 사례와  공간 구성 방식과 지붕형식이 상당히 유사하다. 
즉, 정방형 평면에 상층부에 팔작지붕이 덮인 온칸물림 중층 구조는 책자 형태의 
귀중한 물건을 보관하는 봉안각에서 반복된 유형일 가능성이 있다. 여기서 주위
퇴칸은 중층 구조를 견고하게 받치는 구조적 목적에 치중된 것으로 보인다. 다만 

120) 문화재청·경북대산학협력단, 4대 사고 및 조선왕조도서 보존관리 방안 연구보고서, 2013, 
219, 220쪽

121) 문화재청·경북대산학협력단, 위의 책, 2013, 221쪽



- 93 -

오대산 사고의 주위퇴칸에 비하여 선암사 장경각의 주위퇴칸 너비가 넓었던 것은 
예불을 위한 공간 또한 겸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a) 일제강점기 순천 선암사 장경각 (b) 일제강점기 오대산 사고의 사각 

그림 3-24. 서책 봉안각의 전형: 정방형, 팔작지붕, 중층구조 
(출처: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 13, 1933 ; 朝鮮古蹟圖譜 11, 1931)

이와 같이 불전과 봉안각의 사례에서 주위퇴칸식 건축은 [완전 폐쇄형]과 
[1~3면개방형], 그리고 [전면개방형]이 다양하게 나타날 뿐만 아니라, 전면에 예
불공간 확충을 위해 배전을 덧붙이거나 봉안물 보존에 유리한 환경조성과 권위 
표현을 위하여 중층 구조를 취하는 등 각양각색의 변형이 동원되었다. 

3.1.3. 정자와 장대
정자(亭子)는 주로 경치가 좋은 곳에 휴식을 목적으로 지은 건물로 기둥과 지

붕 위주로 구성된다. 마루바닥이 높게 설치될 경우 누정(樓亭)이라고도 불린다. 
주변 경관을 감상할 수 있도록 사방으로 열린 구조를 갖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한
편, 장대(將臺)는 성곽에서 주요 방위에 세우는 장수의 지휘대로, 주로 동쪽과 서
쪽에 있는 경우가 많다.122) 누각과 같이 중층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중심성이 크
게 강화되어 있는 건축 유형이다. 사방으로 조망할 수 있도록 반드시 열린 구조를 
갖는 점도 특징이다. 

창경궁 함인정(昌慶宮 涵仁亭)은 동쪽을 바라보는 명정전(明政殿) 뒤편으로 남
향으로 자리 잡은 [전면 개방형] 주위퇴칸식 정자이다. 함인정은 1633년(인조
11)에 건립되어 1830년(순조30)에 화재로 소실되었는데, 이를 3년 뒤 예전 제도

122) 장기인, 한국건축대계 Ⅳ: 한국건축사전(재판), 보성각, 1998, 15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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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거하여 중건한 것이 현재에 이르고 있다.123) 주위퇴칸을 포함하여 정면 3
칸, 측면 3칸 규모를 가지고 있으며, 정면이 측면보다 2자 정도 길지만, 전체적으
로 정방형으로 보이는 평면을 가졌다. 또한 내주열과 상관없이 퇴주가 균등하게 
배열되어 단첨으로 된 주위퇴칸식 건축이면서 퇴주열이 내주열과 일치하지 않는 
특이 사례이다. 퇴주 머리에서 시작한 퇴량은 내주 머리가 아니라 내주 머리를 엮
는 창방에 결구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함인정의 구조 형식은 동시대의 완도 보길도 
세연정(莞島 甫吉島 洗然亭, 1637)이나 화순 송석정(和順 松石亭, 1613) 및 나
주 벽류정(羅州 碧流亭, 1649)을 떠올리게 한다. 이들은 호남 지역에 중점적으로 
분포하는 중재실형(中在室形) 정자의 세부유형으로서, 내주와 퇴주가 어긋난 이
러한 구조 형식은 중앙 온돌방 크기를 넓히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으로 해석된 바 
있다.124) 물론 함인정은 중앙에 온돌방이 구획된 것도 아니고 궁궐에 위치한 정
자라는 점에서 목가구조의 측면 이외에 이들과 공통점을 찾기는 힘들다. 

(a) 평면도 (b) 현황 전경

그림 3-25. 창경궁 함인정 
(출처: 문화재청, 창경궁 함인정 보수공사 수리보고서, 2019) 

함인정은 입지 여건상 자연 경관을 조망하기 위한 휴식용 정자이기 보다는 공
식석상에서 왕정의 무대였다고 판단된다. 조선왕조실록을 함인정으로 검색하면 
나오는 전체 183건의 기사 중 151건이 영조실록에 해당한다. 영조가 과거 급제
자들을 소견하거나 전교를 내리고 왕세자 또는 신하의 배알례(拜謁禮)를 받고 칙
사(勅使)를 맞이하는 조문 의식을 행하는 등 다양한 쓰임이 기록되어 있다. 중심
부와 주위퇴칸 모두 벽체 없이 우물마루만 깔려있고 퇴주열에 난간은 따로 둘러
지지 않았다. 우물반자는 중심부에만 조성되었으며 내주와 퇴주는 모두 각주이다. 
123) 문화재청, 창경궁 함인정 보수공사 수리보고서, 2019, 47~48, 70쪽
124) 김동욱, ｢담양 면양정의 건축형태 –호남지역 건축의 지역성 형성에 대한 소고-｣, 건축역사

연구 24, 2000, 31쪽 ; 전봉희·이강민, 앞의 책, 2006, 202~20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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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부의 바닥이 주위퇴칸의 바닥보다 3치 정도 높은 것으로 보아 중심부의 위계
가 주위퇴칸 보다 높게 설정된 것을 알 수 있다. 

완도 보길도 세연정(洗然亭)은 1637년(인조15)에 지어진 주위퇴칸식 정자이
다. 주위퇴칸을 포함하여 정면 3칸, 측면 3칸의 정방형 평면을 가지고 있다. 함인
정과 마찬가지로 내주열과 퇴주열이 조금씩 어긋나 있는데, 온돌방인 중심부는 
정면과 측면이 모두 3m로 10자에 해당하며, 주위퇴칸의 너비는 약 2m 정도다. 
주위퇴칸에 머름 난간이 둘러지고 내주는 각주, 외주는 원주를 사용한 점에서 실
용적인 면모가 돋보인다. 온돌의 효율을 높이기 위하여 중심부에는 반자가 조성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유형으로는 나주 벽류정, 화순 송석정과 같은 
17세기 사례들 외에도 나주 남파정(南派亭, 1885)과 화순 학포당(和順 學圃堂, 
1920년대)등이 있다. 단, 학포당은 주위퇴칸도 부분적으로 실내화 된 점이 특징
이다.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에서 후면만이 2칸으로 구성되었고 후퇴칸이 실내
공간이 되었다.125) 이는 앞서 살핀 선암사 원통전의 공간 구조와도 유사하다. 

(a) 완도 보길도 세연정 (b) 창덕궁 취운정

그림 3-26. 완도 보길도 세연정과 창덕궁 취운정

창덕궁 취운정(翠雲亭)은 1686년(숙종12)에 건립된 소규모의 [전면 개방형] 
주위퇴칸식 정자이다. 주위퇴칸을 포함하여 정면 4칸, 측면 3칸으로 중심부에 2
칸이 온돌방이 있다. 개방된 주위퇴칸에 마루가 설치되어 있으며 평난간이 둘러
져 있고, 우물반자는 중심부에만 설치되었다. 취운정의 주위퇴칸 너비는 약 1.2m
로 4자에 해당하며, 협칸 너비는 2.1m으로, 퇴칸과 협칸의 비율은 0.57로 나타난
다. 취운정은 가운데 온돌방이 있는 중재실형 정자건축과 유사해보이지만, 온돌방
이 2칸이고 사방을 둘러싸는 퇴칸의 폭이 크게 좁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즉, 
125) 전봉희·이강민, 앞의 책, 2006, 203쪽



주위퇴칸식(周圍退間式) 건축의 유형과 전개

- 96 -

중재실형 정자는 마루로만 구성된 가구에 온돌방이 삽입되어 커져나간 개념이라
면, 취운정은 온돌방이 우선 중심을 차지하고 사면을 둘러싼 퇴칸이 부속된 인상
이 강하다.   

이상 소규모 정자가 사적인 공간이라면, 각 지역을 대표하는 누각(樓閣)은 보
다 공적인 용도로 사용되었다. 대표적으로 밀양 영남루(嶺南樓), 남원 광한루(廣
寒樓), 진주 촉석루(矗石樓), 평양 부벽루(浮碧樓), 정읍 피향정(披香亭), 강릉 
경포대(鏡浦臺) 등이 있다. 예외적으로 측면이 5칸인 강릉 경포대를 제외하면, 이
러한 누각은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가 가장 전형적인 제도였다고 보아도 무방
하다. 측면 4칸은 보통 내주열이 2개 생기게 되는데, 대부분 간살이가 넓어서 내
주가 생략되는 경우는 드물다. 밀양 영남루와 진주 촉석루, 평양 부벽루는 전후열 
내주가 모두 정치된 전후퇴형 평면으로 구분된다. 남원 광한루는 전열 내주가 생
략된 후퇴형 평면인데, 트인 공간을 확보하고자 특별한 노력이 기울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정읍 피향정과 강릉 경포대는 모두 주위퇴칸식 건축에 해당한다. 이 두 누각은 
원래 정면 3칸, 측면 2칸 정도의 작은 누각이었다가 주위퇴칸을 통해 증축된 공
통점이 있다. 영남루, 광한루와 부벽루가 초축부터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였던 
것과 달리, 피향정의 주위퇴칸은 1716년(숙종42)에, 경포대의 주위퇴칸은 1873
년(고종10) 중건으로 생겨났다고 추정된다.126) 다시 말해 정읍 피향정과 강릉 경
포대에서 주위퇴칸은 초축과 시차를 두고 중심부에 덧붙여져 공간을 확장하기 위
한 방편이었던 것이다. 

퇴주열과 내주열이 모두 트여있는 정읍 피향정은 주위퇴칸과 중심부에 단차 없
이 같은 높이의 마루가 깔려 있다. 바닥을 보면 모든 위치에서 공간이 균일한 것 
같지만, 천정을 통해 상석(上席)이 어디인지를 표현하였다고 보인다. 피향정은 전
체적으로 연등천장이지만, 중심부의 한쪽 2칸에만 우물반자가 조성되어 있다. 피
향정의 좌향을 살피면, 용마루가 남북방향으로 놓이고 서남측에 큰 연못이 위치
한다. 출입 계단은 서측에만 1개소가 있고 나머지는 계자난간이 둘러져 있다. 결
국 우물반자가 조성된 이 공간은 볕이 가장 잘 들고 연못에 보다 가까운 남쪽에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중심부 좌측 칸 외기도리에 조성된 우물반자는 일반

126) 정읍시, 피향정 수리보고서, 2004, 87쪽 ; 장명학, ｢강릉 경포대의 변천과정 고찰 –2008년 
수리 공사를 계기로-｣, 한국건축역사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논문집, 2010, 255, 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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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추녀와 선자연 뒤초리를 가리기 위해 많이 사용하는 눈썹천장으로 이해된
다.

(a) 앙시도 (b) 북→남에서 본 우물반자

그림 3-27. 정읍 피향정
(출처: 문화재청, 피향정 실측조사보고서, 2001, 230쪽 ; ⓒ전봉희)

강릉 경포대의 주위퇴칸과 중심부의 공간 구성은 보다 분명하게 구분된다. 경
포대 역시 용마루가 남북방향으로 놓였는데 출입계단이 각기 남쪽과 북쪽에 있고 
동편으로 바닷가를 마주하고 있다. 1873년(고종10) 주위퇴칸식 건축으로의 중건
으로 정면 5칸, 측면 5칸 규모가 된 직후에는 중심부에만 마루가 설치되었던 것
으로 추정된다.127) 수당 이만규(修堂 李南珪, 1855~1907)의 ｢경포대중수기｣에 
의하면, 1897~1899년까지 군수로 부임한 정헌시(鄭軒時)가 경포대를 중수하면
서 주위퇴칸의 동측 가운데 3칸에 높은 마루가 설치되고 연접하여 북쪽과 남쪽의 
모퉁이칸에 더 높은 마루가 설치되어 각각 ‘후선함(候仙檻)’과 ‘득월함(得月軒)’
이란 이름이 붙여졌다고 한다.   

【수당집(修堂集)】, 卷六, ｢경포대 중수기(鏡浦臺重修記)｣
정사(亭榭)의 규모는 대략 몇 개의 영(楹)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전에는 모두 다락이 있었으나 

다만 동쪽의 다섯 영에만 없었다. 이번에는 그 가운데의 세 칸에다 다락을 올렸는데, 전의 다

락에 비하여 높다. 그리고 남쪽과 북쪽에 각각 층루(層樓) 한 칸씩을 만들었는데, 남쪽의 것은 

이름하여 ‘득월헌(得月軒)’이라 하고 북쪽의 것은 ‘후선함(候仙檻)’이라고 하였다.(榭凡若干楹, 

舊皆有樓, 獨東五楹闕焉。 至是樓其中三間, 高視舊樓。 南北各爲層樓一間, 名其南曰得月軒, 北

曰候仙檻。)

127) 장명학, 위의 논문, 2010, 2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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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평면도 (b) 종단면도

그림 3-28. 강릉 경포대

강릉 경포대는 주위퇴칸 2면을 비워둔 채 丁자형으로 마루를 설치한 모습이 상
당히 특징적이다. 중요한 경관을 향하는 一자형 주위퇴칸부 마루를 중심부보다 
더 높이 둠으로써 연회의 규모에 따라 공간을 나누거나 상석을 나타낸 것으로 보
인다.  각각의 모퉁이칸에도 가장 높게 마루를 설치하고 이름을 붙인 점으로 미루
어 보아 각 공간은 위치별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사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방식은 의주읍성 통군정(義州邑城 統軍亭)에도 발견된다.128) 통군정은 이 
연구에서 정의하는 주위퇴칸식 건축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강릉 경포대와 흡사한 
공간 구성을 가지고 있다. 건축물 자체의 기준으로 누각의 중심을 이루는 공간은 
내주열 안쪽이 되어야 하지만, 외부 경관을 보다 조망할 수 있는 주위퇴칸부에 다
양한 레벨로 중심부 보다 더 높은 마루를 설치하여 변화를 추구한 형식으로 해석
할 수 있다.  

화성 서장대는 수원화성의 서편 팔달산 정상부에 사방을 모두 조망할 수 있는 
곳에 위치한 전면 개방형 주위퇴칸식 중층 장대이다. 1794년(정조18)에 지어진 
것은 한국전쟁으로 소실되었고, 1971년에 재건되어 현존하고 있다. 주위퇴칸을 
포함하여 정면 3칸, 측면 3칸의 정방형 평면을 갖고 있다. 화성성역의궤(華城城
役儀軌)에는 도설과 함께 서장대의 구조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卷首, ｢도설(圖說)｣
건물제도는 9칸인데, 가운데 1칸은 사방으로 13척 2촌이다. 낮게 깔린 마루판에 하엽이 있는 

128)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문화재해설집Ⅲ: 일반건축편, 2002, 129~13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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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난간을 둘렀고 후면에는 분합을 설치했다. 상인방 위에 어필편액을 모셔 걸었는데 큰 4자로 

‘화성장대’라 쓰였다. 네 면에는 각각 하나의 가(架)를 6척 5촌만큼 연장하고 네 모퉁이에는 

각각 사방으로 또한 6척 5촌인 하나의 가를 덧붙였다.(閣制九間, 中一間方十三尺二寸。 鋪板

爲底繚以荷葉平欄, 後面設分閤。 楣上奉揭御書扁額四大字華城將臺。 四面各引長一架爲六尺五寸, 

四角各附一架方亦六尺五寸。)

위의 인용문을 통해서 주위퇴칸을 갖춘 서장대의 모습을 표현할 때에 사용된 
어휘를 알 수 있다. 일단 전체가 9칸이고 가운데 1칸이 사방으로 13척 2촌인 것
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목이다. 어필편액에 대해서 언급한 다음에 등장하는 사
면(四面)과 사각(四角)에 해당하는 내용은 바로 주위퇴칸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내용이다. 사면은 6척 5촌만큼을 하나의 가(一架)를 인장(引長)하였다고 하였다. 
여기서 가는 칸과 유사하고, 인장은 ‘퇴’와 유사한 동사로 읽힌다. 사각에서는 사
방으로 6척 5촌인 하나의 가를 덧붙였다(附)고 하였다. ‘각’은 모퉁이로 풀이되
며, 한 변의 길이가 6척 5촌인 정방형이 되는 가는 바로 모퉁이칸을 의미한다. 서
장대의 상층 바닥이 하층의 반자가 된다고 하였다는 구절에서, 상층 바닥과 하층 
반자를 각각 따로 구성하였던 창덕궁 주합루 보다는 간소하게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복원된 현황에 따르면, 중심부에 해당하는 내주 영역에 단이 높은 장마루가 
설치되었다. 시렁의 길이, 즉 주위퇴칸의 너비는 6척 5촌으로 기록되었는데, 이는 
화성의 용척에 따라 약 2m로 복원되었으며, 중심칸의 너비는 약 4m이다. 퇴칸과 
정칸의 비율은 정확하게 0.5로 나타난다.   

(a) 일제강점기 전경사진 (b) 주위퇴칸부 현황

그림 3-29. 화성 서장대 복원 평면도와 단면도 
(출처: 경기도, 수원성 복원정화지, 1980)

남한산성 수어장대는 1624년(인조2)에 지어져 1896년(고종33)에 중건된 [전
면 개방형] 주위퇴칸식 장대이다. 주위퇴칸을 포함하여 정면 5칸, 측면 3칸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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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칸물림이 적용된 중층 구조이다. 내주와 퇴주 모두 원주가 사용되었고, 퇴주에
는 팔각형의 장초석이 쓰였다. 내주열이 구획하는 중심부에 단이 높은 마루바닥
이 조성되어 있고 평난간이 둘러져 있고, 내주열과 퇴주열 사이에는 마루바닥이 
없이 비워져 있다. 이러한 하층부 바닥 레벨 처리 방식은 장대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형식이다. 상층으로 오르는 계단은 중심부 밖 마루 아래에서 시작하도
록 놓여졌다. 상층 바닥 외 하층 반자는 따로 만들지 않았다. 주위퇴칸의 너비는 
약 1.8m로 6자에 해당하며 협칸의 너비는 2.4m이다. 퇴칸과 협칸의 비율은 0.73
로 상당히 넓게 나타난다. 

(a) 일제강점기 전경사진 (b) 주위퇴칸부 현황

그림 3-30. 남한산성 수어장대 
(출처: Andre Eckarkt 著 ‧ 권영필 譯, 에카르트의 조선미술사, 열화당, 2003, 57쪽 ; Google) 

이와 같이 정자와 장대에서 주위퇴칸식 건축은 전부 [전면개방형]에 해당한다. 
정자의 경우 규모에 따라서 실내공간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로 나뉘는데, 규모
가 작고 개인이 사용하는 정자의 경우 중심부에 온돌방이 구획되어 실내 공간이 
있는 경우가 많고, 규모가 크고 여러 사람이 이용하는 누정의 경우에는 중심부와
주위퇴칸부를 구분하는 실내공간 없이 트인 구성이 주로 나타난다. 장대는 주로 
중층 구조가 많은데, 하층에서 주위퇴칸은 사방으로 열려있고 벽체 없이 바닥을 
높여 마루를 깐 중심부 공간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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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개방형 주위퇴칸의 기둥 배치

3.2.1. 주위퇴칸의 너비 조율과 기둥무리의 형성
일반적으로 퇴주열과 내주열이 정연하게 맞춰진 경우에 주위퇴칸의 너비가 좁

을수록 각 모퉁이에 위치하는 3개의 퇴주는 서로 가까워진다. 이를 다르게 표현
하면 정면과 측면에서 협칸 대비 퇴칸의 비율이 작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이
렇게 건물의 모퉁이에 기둥이 몰린 경우를 ‘기둥무리’가 형성되었다고 지칭하고자 
한다. 기둥무리 형성은 건축물 외관의 모퉁이를 강조하면서 입면 의장에 큰 영향
을 미치게 된다. 예를 들어서, 남한산성 수어장대의 주위퇴칸 너비는 약 1.8m이
고, 평창 오대산 사고는 약 1.2m이다. 두 사례의 입면을 비교하면 퇴칸과 협칸의 
비율에 따라서 외관이 크게 좌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오대산 사고의 입면이 전
체적으로 상승감을 지니고 기둥무리가 강하게 형성되어 정면과 측면을 잇는 모퉁
이부가 강조되어 있다. 

그림 3-31. 주위퇴칸 너비와 연동된 기둥무리 형성(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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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남한산성 수어장대 (b) 평창 오대산사고 선원보각 

그림 3-32. 주위퇴칸 너비와 연동된 기둥무리 형성(사진)
(출처: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 11, 1931)

기둥무리를 통한 모퉁이 강조는 구조로 인해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의장적 조절 대상이었다고 판단된다. 주위퇴칸의 너비를 넓게 하여 퇴칸과 협칸
의 차이를 적게 두는 경우, 그리고 주위퇴칸의 너비가 좁더라도 기둥 추가와 배열
에 변화를 준 경우에는 기둥무리가 형성되지 않는다. 전자의 사례로는 화성 동장
대를, 후자의 사례로는 흥국사 원통전을 들 수 있다. 화성 동장대는 퇴칸과 협칸
의 비율이 0.91로, 기둥무리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매우 좁은 주위퇴칸을 가진 흥
국사 원통전은 퇴칸과 협칸의 비율이 0.51이지만, 전면 돌출부로 기둥을 추가하
고 측면에서 퇴주 하나를 가운데에 배치하여 모퉁이 강조 효과를 희석하였다. 

그림 3-33. 기둥무리가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은 사례(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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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화성 동장대 (b) 흥국사 원통전

그림 3-34. 기둥무리가 뚜렷하게 형성되지 않은 사례(사진)
(출처: 경기관광포털 / Google)

창덕궁 후원에 위치한 영화당(昌德宮 暎花堂)은 춘당대(春塘臺)에서 진행된 무
관을 선발하는 과거시험을 감독하는 장소였다. 현재의 모습은 부분적으로 폐쇄적
인 주위퇴칸을 가지고 있지만, <동궐도(東闕圖)>에 그려진 모습을 통해서 주위
퇴칸부가 모든 방향으로 열린 [전면 개방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정칸 
1칸과 양 옆으로 좁은 퇴칸을 둔 측면 3칸 구성의 퇴주 배열 양상은 초축(初築)
으로부터 점차 변해온 결과로 추정된다. 

그림 3-35. 창덕궁 영화당의 현황
(출처: 2019년 촬영) 

김홍도(金弘道, 1745~1806)의 <규장각도(奎章閣圖)>는 1776년(정조즉위) 
주합루(宙合樓), 서향각(書香閣), 영화당 일대가 완성된 직후의 모습을 남긴 것이
다. 이 그림에서 영화당의 측면이 균등한 2칸 구성으로 그려져 있다. 그런데 
1824~1830년에 그려진 <동궐도>에 나타난 영화당의 측면은 이와 다르다. 중앙
에 계단이 신설되고 그에 맞추어 기둥이 치우친 2칸 구성이다. 부감(俯瞰)의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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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과정에서 퇴주가 생략되었을 가능성이 있어 지금과 같은 3칸 구성을 표현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된다. 어쨌든 2칸 구성에서 지금과 같은 3칸 구성으
로 바뀌게 된 것에는 측면으로의 진입 동선 신설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보인다. 
그 결과 3개의 퇴주가 서로 가깝게 모여 기둥무리를 형성하고 모퉁이가 강조되는 
외관을 갖게 되었다. 영화당의 퇴칸과 협칸의 비율은 0.56으로 나타난다. 

그림 3-36. 창덕궁 영화당의 퇴주열 변경 전후 
(左) <규장각도> 1776년  (右) <동궐도> 1824~1830년 추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정읍 피향정은 정면 3칸, 측면 2칸의 누각이었는데 
1716년(숙종42) 주위퇴칸이 부가되어 정면 5칸, 측면 4칸으로 증축되었다.129) 
주위퇴칸의 너비는 5자(1,600mm) 정도로, 기존 주칸인 9자의 절반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증축으로 인하여 네 귀퉁이에는 창덕궁 영화당과 유사하게 입면 의장
에서 기둥무리가 나타나게 되었다. 퇴칸과 협칸의 비율은 0.55로 영화당과 근소
한 차이가 있을 뿐이다.  

129) 정읍시, 피향정 수리보고서, 2004 ; 문화재청, 피향정 실측조사보고서,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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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7. 정읍 피향정: 증축으로 인한 기둥무리의 형성  

      

그림 3-38. 주위퇴칸을 통한 공간 확장 (3x2칸 → 5x4칸)
(출처: 정읍시, 피향정 수리보고서, 2004, 298쪽 위 음영 표기)  

중심부의 구조와 긴밀하게 연결되지 않은 차양칸의 경우에도 모퉁이를 중심으
로 퇴주를 배열하면 기둥무리 형성이 극대화될 수 있다. 봉암사 극락전(鳳巖寺 極
樂殿)은 단칸의 정사각형의 실내공간을 중심으로 주위를 둘러싼 차양칸의 기둥이 
한 면을 3등분하는 간격으로 배치되어 전체적으로 정면 3칸, 측면 3칸 구성을 이
루고 있다. 차양칸을 지지하는 12개의 퇴주와 실내공간을 구획하는 4개의 내주의 
위치가 서로 약간씩 어긋나 있는데, 이는 퇴주가 차양도리를 효과적으로 지지하
기 위한 합리적인 위치로 결정된 것이라 판단된다. 한편, 다각형 평면에서 둔각으



주위퇴칸식(周圍退間式) 건축의 유형과 전개

- 106 -

로 모퉁이가 형성되고 한 면의 길이가 이보다 짧은 경우에는 이러한 퇴주 배치에 
자유도가 증가한다. 육각형의 창덕궁 존덕정(昌德宮 尊德亭)에서의 기둥무리는 
꼭지점에 놓인 중심 퇴주와 양 옆으로 2자 정도의 좁은 간격을 띄고 놓인 퇴주로 
이루어진다. 3개의 퇴주가 말 그대로 무리지어 있는 모습으로, 한 면을 일정하게 
등분하며 퇴주를 배치한 봉암사 극락전보다 선명하게 모퉁이가 강조되었다. 

그림 3-39. 봉암사 극락전과 창덕궁 존덕정 기둥 배치

그림 3-40. 봉암사 극락전과 창덕궁 존덕정 현황
(출처: 문화재청, 봉암사 극락전 실측조사보고서, 2008 ; 창덕궁 존덕정 수리보고서,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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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으로 살핀 평창 오대산 사고와 창덕궁 영화당, 정읍 피향정, 창덕궁 존덕
정과 같이 개방형 주위퇴칸은 정칸과 퇴칸 너비의 차이로 인해 모퉁이가 강조된 
입면 의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의장적 효과를 가장 적극적으로 의도한 사례로
는 창덕궁 존덕정을 꼽을 수 있다. 평창 오대산 사고의 주위퇴칸은 기본적으로 중
층을 위한 하부구조로서의 역할이 우선시되었기 때문이며, 창덕궁 영화당과 정읍 
피향정은 초축에서 변형된 결과로 기둥무리를 갖게 된 사례이기 때문이다. 

창덕궁 존덕정은 다수의 선행연구에서 중국건축의 영향을 받은 사례로 언급된
다. 육각형이라는 특이한 조형과 더불어 한국건축에서 흔치 않은 차양칸이 둘러
싸는 구조가 중국건축의 부계(副階)와 흡사하고,130) 병자호란 이후 청국에 볼모
로 잡혀간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이 귀근(歸覲)과 귀국(歸國) 시점이 창덕궁 후원
에서 존덕정을 조성한 1644년(인조22)과 중첩된 사실이 근거로 제시된 바 있
다.131) 창덕궁 존덕정에서 중국건축의 영향을 받은 인상을 주는 요소는 육모정이
라는 형태와 차양칸으로 구분되는 개방형 주위퇴칸의 구조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무리를 형성한 퇴주의 배열 양상도 빼놓을 수 없다고 생각된다. 창덕궁 존덕정 이
외에도 중국건축의 영향을 받은 건축 사례로 서울 동관왕묘 정전이 잘 알려져 있
다. 역시 창덕궁 존덕정 만큼이나 개방형 주위퇴칸에서 강한 기둥무리를 형성하
고 있다.

130) 김동욱, 한국건축, 중국건축, 일본건축: 동아시아 속 우리 건축 이야기, 김영사, 2015, 351
쪽

131) 송석호‧심우경, 창덕궁 후원 존덕정(尊德亭)의 조영사적 특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2(1), 2014, 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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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개방형 주위퇴칸과 중국 위랑(圍廊)의 유사성
중국건축의 ‘위랑(圍廊)’은 개방형 주위퇴칸과 상당히 유사한 형태를 가졌다. 

위랑은 다른 말로 ‘주랑(周廊)’, ‘주위랑(周圍廊)’, ‘회랑(回廊)’, ‘헌랑(軒廊)’132)
이라고도 한다. 위랑은 시대와 너비에 따라서 대략적인 구분이 가능한데, 넓은 범
위에서는 송(宋)대 영조법식(營造法式)에 등장하는 부계주잡(副階周匝)을 포
함하고, 좁은 범위에서는 청(淸)대 공정주법(工程做法)에 등장하는 위랑만을 
지시한다. 부계는 송대와 원대 지어진 건축물에 한정되어 쓰이는 경우가 많고, 위
랑은 특정한 시대적 구분 없이 가장 넓게 사용하는 어휘라 할 수 있다.133) 

‘부계(副階)’와 ‘랑(廊)’은 각기 한국건축의 ‘차양칸’과 ‘퇴’와 유사하다.134) 부
계는 대부분 사면을 둘러싸는 경우가 많지만, 하북성 정정 융흥사 전륭장전(正定 
隆興寺 轉輪藏殿)과 같이 전면에만 위치하는 경우도 있다. 랑은 그 위치에 따라서 
전랑(前廊), 후랑(後廊), 전후랑(前後廊) 등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한국건축의 전
퇴, 후퇴, 전후퇴와 매우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용어다. 또한 부계와 랑은 첨주(檐
柱)135)에 벽체가 없는 개방 구조를 의미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요컨대 ‘부계주
잡’과 ‘위랑’은 각각 ‘부계’와 ‘랑’에 에워싸는 의미가 더해질 때에 사용되는 어휘
다. 이를 송‧원(元)대의 부계주잡과 명(明)‧청대의 위랑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특성
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영조법식에서 부계는 구체적으로 정의되어 있지는 않지만, 부계주잡이 포현
된 도해(圖解) 또는 부계를 산발적으로 언급한 몇 개의 구절을 통해서 그 특성을 
짐작할 수 있다. 일단 도해에서 부계주잡은 가장 위계가 높은 전당(殿堂)에 쓰이
는 요소로 등장한다. 영조법식은 전당의 구조유형으로서 금상두저조(金箱斗底
槽), 쌍조(雙槽), 단조(單槽), 분심두저조(分心斗底槽)의 도해가 함께 제시되어 
있는데, 이중 분심두저조를 제외한 세 유형에 모두 ‘부계주잡’이 포함되어 있음을 

132) 박성형, 벽전 우리나라 벽돌건축의 조영원리, 시공문화사, 2010, 383쪽
133) 예를 들어 부계주잡의 대표 사례인 진사 성모전과 수신묘 명응왕전은 ‘중첨헐산주위랑(重檐歇

山周圍廊)’으로 서술되기도 한다. -北京市文物硏究所 編, 中國古代建築辭典, 北京: 中國書店, 
1992, 352쪽 ; 劉敦楨, 中國古代建築史, 第2版, 北京: 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84, 270쪽

134) 김민구‧장헌덕, ｢중국의 부계(副階)와 한국의 차양칸에 관한 연구｣, 한국건축역사학회 2020
년도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20 ; 조선시대 중국어사전인 동문유해(同文類解)(1748)에
서는 중국어 ‘랑(廊)’에 해당하는 우리말을 ‘퇴(退)’로 기록하고 있다. 

135) 중국건축의 첨주(檐柱)는 가장 바깥쪽의 기둥을 의미한다. 한국건축의 퇴주, 평주, 외주 등에 
해당한다. 금주(金柱)는 한국건축의 내주, 고주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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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다. 

  

먼저 부계주잡에 대하여 영조법식에서 도해로 제시된 부분을 살펴보자. 부계
의 가구를 유심히 살피면, 부계를 형성하는 데에는 항상 서까래 2개 길이가 적용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서까래 2개 길이에 해당한다는 것은 결국 부계의 최소 
깊이가 어느 정도 정해져 있다는 것을 뜻하는데, 부계주잡을 가진 실존 사례를 살
피면 대부분 그 깊이가 3m 이상 범위에 분포하고 있다. 영조법식에서 서까래 2
개의 길이로 설명하는 대상 중에는 각량(各梁)이 있다. “당청(堂廳)을 만약 하양
두(厦兩頭, 팔작지붕)로 짓는다면 양 끝 칸에서 각량은 서까래 두 개에 걸치는 길
이로 쓴다고 하였다(凡堂㕔若厦兩頭造, 則兩梢間用角梁轉過兩椽)”.136) 각량은 지
붕의 전각부(轉角部), 즉 지붕의 모퉁이에 대각선 방향으로 걸리는 중심부재로 

136) 뒤에 이어서 기록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정사(亭榭)류라면 한 개의 서까래에 걸치는 추녀를 
쓴다. 이 제도를 전각에 사용하는 것은 흔히 조전(曹殿), 한전(漢殿), 구척전(九脊殿)이라고 한
다. 당육전(唐六典)과 영선령(營繕令)이 말한 왕공 이하의 거제(居第)는 모두 하양두라 한 것은 
이 제도다(亭榭之類, 轉一椽。今亦用此制為殿閣者, 俗謂之曹殿, 又曰漢殿, 亦曰九脊殿。按唐六典
及營繕令云王公以下居第, 並㕔厦兩頭者此制也。)”-營造法式, 卷5, ｢大木作制度二｣, 陽馬條 

명칭 지반분조 측면가구 칸수

殿閣地
盤殿身
七間副
階周匝
各兩架
椽身內

금상두저조
金箱斗底槽

7x4칸
(부계포함 9x6)

쌍조
雙槽

7x4칸
(부계포함 9x6)

단조
單槽

7x3칸
(부계포함 9x5)

殿閣地
盤殿身
九間身

內

분심두저조
分心斗底槽 9x4칸

표 3-2. 영조법식에 등장하는 전당의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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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추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부계주잡을 덮는 지붕과 하양두의 합각 
아래 부분의 처마는 전각부(모퉁이)가 있고 서까래 2개 길이가 쓰인다는 것에서 
동일하다.  

그 다음으로, 부계에 대하여 도해가 아닌 문자로 기록된 내용을 살펴보자. 영
조법식에서 부계를 직접적으로 언급한 내용으로는 대표적으로 세 가지 정도를 
들 수 있는데, 아래에 인용하였다. 각각 부계에 사용되는 공포와 부재, 부계첨주
의 높이에 대한 것이다.  

【營造法式】 卷4, ｢大木作制度一｣, 材條

부계와 전신(殿身, 중심부)의 협옥(挾屋)137)은 전신보다 한 등급 낮은 부재를 쓴다(若副階幷殿

挾屋 材分減殿身一等).

【營造法式】 卷4, ｢大木作制度一｣, 總鋪作次序條

전요(纏腰)138)와 부계의 포작은 전신을 넘을 수 없고 혹은 1포를 적게 가질 수 있다(副階纏

腰鋪作, 不得過殿身, 或減殿身一鋪). 

【營造法式】 卷5, ｢大木作制度二｣, 柱條

부계와 낭사의 경우 첨주 길이는 그 주간 너비를 넘을 수 없다(若副階廊舍下檐柱雖長不越間

之廣).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부계는 협옥과 더불어 전신보다 한 등급이 낮아 굵기가 

137) 중심부 전각의 양 옆으로 붙은 작은 건물을 뜻한다. 
138) 전요는 중첨을 이룬다는 점에서 부계와 같지만, 공간의 깊이를 갖고 있지 않은 요소로 부계와

는 구분된다. 부계는 공간의 확장 또는 별도의 공간을 창출하지만, 폭이 좁은 전요는 두터운 벽
체로 처리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부계는 해당 공간을 활용할 수 있고, 전요는 별도로 형성된 
지붕 자체를 지시하는 측면이 강하다. 전요의 사례는 사천성 자운각(慈雲閣)을 들 수 있다.

 
<사천성 자운각(慈雲閣) 전요(纏腰)> 

(출처: Guo, Q., Visual Dictionary of Chinese Architecture. 1st ed., Mulgrave, images Publishing, 2002, 104쪽 위 음영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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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는 부재로 만들어졌고, 전요와 더불어 전신보다 간소화된 공포를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부계가 중심부와 구조적으로 분리되어 큰 힘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부계첨주의 높이는 부계첨주의 간격보다 짧게 조성되어
야 했는데, 이것은 부계첨주의 높이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라기보다는 부계첨주의 
배열로 인한 입면 의장을 제한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고(柱高)가 주간(柱
間)을 넘을 수 없으면 입면상 가로로 긴 장방형을 형성해야 한다. 즉, 부계첨주를 
지나치게 많이 두어 부계첨주 간격을 좁히지 못하게 한 것이다. 단, 부계의 네 모
퉁이에 위치하는 칸에서는  지켜지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부분에서만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송대 부계주잡의 실존 사례는 1102년경 건립된 산서성 태원 진사 성모전(太原 
晉祠 聖母殿)이 대표적이다. 부계를 포함하여 정면 7칸, 측면 6칸 규모를 가진 진
사 성모전은 영조법식에 제시된 전당(殿堂) 부계주잡의 전형적인 모습과는 조
금 벗어나 있다. 부계 깊이 약 3.2m로 두 개의 서까래를 사용하고 부계를 구성하
는 공포가 한 단 줄어든 것은 영조법식의 내용과 대개 일치하지만, 전면의 내주
가 생략되어 트인 공간을 확보한 것이 가장 다르다. 전면의 몸체부 첨주가 퇴량 
위에 올라타는 형국으로 실내 공간의 개방성을 확보한 일종의 변형으로 볼 수 있
다. 또한 입면에 양 초간(梢間)이 부계의 깊이 때문에 명칸(明間)으로부터 점차 
줄어든 의장이 적용되었다. 이같은 모습은 앞서 살펴본 개방형 주위퇴칸식 건축
에서 기둥무리를 형성하는 의장과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지만, 퇴칸의 너비가 명
칸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모퉁이 강조 효과가 그리 크지는 않다.  

그림 3-41. 태원 진사 성모전(1102)의 부계주잡
(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중국 산서성의 고건축 –자료편-, 2007, 193, 194쪽 위 음영 표기)



주위퇴칸식(周圍退間式) 건축의 유형과 전개

- 112 -

원대 부계주잡의 실존 사례는 1319년경 건립된 산서성 수신묘 명응왕전(水神
廟 明應王殿)이 대표적이다. 부계를 포함하여 정면 5칸, 측면 5칸의 정방형에 가
까운 평면을 가지고 있다. 이 사례는 부계의 깊이가 약 3.1m로 진사 성모전과 비
슷하지만, 하나의 서까래로 부계 지붕을 구성하고 있다. 중심부의 공포에 비하여 
부계의 공포는 간략화되었다. 그리고 부계첨주의 간격은 정면과 측면 모두 가운
데 주간이 가장 넓고, 나머지 칸은 모두 간격이 균일하다. 진사 성모전은 양 끝 칸
으로 갈수록 주간을 좁히는 방식을 취했지만, 수신묘 명응왕전은 명칸을 가장 크
게 하고 차칸(次間)과 초칸을 모두 부계의 깊이와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그림 3-42. 수신묘 명응왕전(1319)의 부계주잡
(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중국 산서성의 고건축 –자료편-, 2007, 282, 284, 286쪽) 

이상으로 살펴본 송‧원대의 부계주잡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서까래 길이에 해당
하는 3m 이상의 깊이를 가지며, 부계를 구성하는 부재들은 중심부의 부재보다 등
급이 낮고 항상 중첨을 형성하며 중심부와 구조적으로 명확하게 분리되는 특징이 
있다. 실존 사례를 살피면 부계첨주의 높이는 간격보다 키울 수 없는 규정이 있었
기 때문인지 전반적으로 기둥무리가 크게 형성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준다.

한편, 명·청대의 위랑은 하나의 서까래 길이에 해당하는 길이를 갖는 경우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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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중첨과 단첨 모두 형성할 수 있다. 또한 중심부로부터 구조가 명확하게 구분
되지 않는 특징이 있는데, 이러한 점에서 명·청대 위랑은 송·원대 부계를 중심부
와 하나의 견고한 구조체로 만들려는 의도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되기도 한다.139)

공정주법이 각 권별로 서술하는 건물유형 중에서 위랑을 사용한 사례가 권1
과 권3에 있다. 권1은 9량가의 단첨 우진각집(玖檁、單檐、廡殿、週圍廊、單
翹、重昻、斗拱斗口二寸五分), 권3은 7량가의 단첨 팔작집(柒檁、歇山轉角、週
圍廊、重昻、斗拱斗口二寸五分)에 대한 내용이다. 권1에 해당하는 9량가 우진각
집은 위랑을 포함하여 정면 7칸, 측면 5칸의 규모다. 위랑 깊이 5.5척(尺), 정면 
기준 초칸과 차칸, 명칸은 각 16.5, 16.5, 19.25척이며, 측면 기준 진심(進深)은  
11.0척씩 3칸이다. 권3에 해당하는 7량가 팔작집은 위랑을 포함하여 정면 7칸, 
측면 3칸의 규모인데, 정면 기준 위랑 깊이 5.5척, 초칸과 차칸, 명칸은 각 13.75, 
16.5, 19.25척이다. 초칸이 차칸보다 좁은 것을 제외하면 9량가 우진각집과 대체
로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측면 기준에서는 산심(山深)이 무려 24.75척
으로 상당히 넓게 나타난다. 이는 위랑 너비의 4.5배에 달한다. 이와 같이 청대 위
랑식 건축은 다른 칸에 비하여 위랑 너비가 상당히 좁게 나타나기 때문에 기둥무
리가 상당히 잘 형성되는 조건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43. 공정주법 권1과 권3에 대한 양사성의 도해
(출처: 梁思成 著, 淸工部 <工程做法則例> 圖解, 北京 : 淸華大學出版社, 2006, 10~11, 17, 24~25, 27쪽) 

139) 궈칭화 著 ‧ 윤재신 譯, 앞의 책, 2006, 16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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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청대 위랑을 확인할 수 있는 실존 사례는 송‧원대의 부계의 사례보다 훨씬 많
다. 명‧청대가 그리 오래지 않은 시기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송‧원대 부계가 가
장 상위 위계의 전각 위주로 사용되었던 것에 비하여, 명‧청대 위랑은 상당히 보
편화되어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수많은 사례 중에서 특히 잘 알려진 북경 고궁(北
京古宮)과 심양 고궁(瀋陽古宮)의 사례를 중심으로 살피도록 하겠다. 

명대에 조성된 북경 고궁의 중심 영역은 태화전(太和殿), 중화전(中和殿), 보화
전(保和殿)으로 구성되어 있다. 모두 위랑을 갖춘 대규모 전각이다. 태화전과 보
화전은 중첨 우진각지붕으로 장방평 평면을 갖고 있는데, 위랑은 전면을 향해서
만 개방되어 있으며 측면과 배면에는 외벽이 둘러싸고 있다. 중화전은 태화전과 
보화전 사이에 위치하며 단층 모임지붕과 정방형 평면을 가지고 있으며, 위랑이 
사방으로 개방되고 위랑과 명칸의 간격 차이가 크다는 점에서 개방형 주위퇴칸과 
흡사하다.

그림 3-44. 북경 고궁 태화전, 중화전, 보화전 
(출처: 梁思成 著, 淸式營造則例, 北京 : 中國建築工業出版社, 1981 위 전각명 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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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경 고궁의 태화전은 위랑을 포함하여 정면 11칸, 측면 5칸 규모의 중첨 우진
각 전각이다. 태화전의 위랑은 전면만이 개방되어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양 측
면은 두 개의 기둥열에 모두 벽체가 구획되었고, 후면은 낭주열에 벽체가 조성되
어 통합된 실내공간을 조성하였다. 위랑 깊이는 약 3.6m에 달하는데, 이 정도 깊
이는 송‧원대 부계주잡의 깊이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위랑을 덮은 하층 지붕은 하
나의 서까래로 구성되었다. 

그림 3-45. 북경 고궁 태화전 정면도와 평면도
(출처: Ru Jinghua, Peng Hualian, Palace Architecture, Wien ; New York : Springer-Verlag, 1998) 



주위퇴칸식(周圍退間式) 건축의 유형과 전개

- 116 -

그림 3-46. 북경 고궁 태화전 종단면도
(출처: Ru Jinghua, Peng Hualian, 앞의 책, 1998) 

북경 고궁의 중화전은 위랑을 포함하여 정면 5칸, 측면 5칸 규모의 모임지붕 
전각이다. 측면이 벽체로 감싸진 태화전에서는 기둥무리의 존재가 크게 드러나지 
않지만, 중화전의 위랑은 사면에 모두 개방되었고 위랑 깊이와 초칸 및 명칸의 너
비 차이가 커서 모퉁이를 강조하는 기둥무리가 잘 나타나는 편이다. 또한 사면이 
모두 동일한 입면을 가진 점도 독특하다. 

그림 3-47. 북경 고궁 중화전 평면도
(출처: 梁思成 著, 앞의 책, 1981) 

청대에 조성된 심양고궁(瀋陽古宮)은 크게 3개의 영역으로 구분되는데, 대정전
(大政殿)과 왕정(王亭)과 기정(旗亭)이 있는 동쪽 영역이 1625년부터 가장 먼저 
조성되었고, 1627년부터는 봉황루(鳳凰樓)가 있는 중앙 영역이 조성되었다.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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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양고궁에서 위랑을 갖춘 전각은 대정전과 봉황루, 그리고 돈전각(敬典閣), 왕정
과 기정, 음악당 등으로 규모와 높이, 평면형태의 측면에서 다양한 사례가 있다.  
 

그림 3-48. 중국 심양 고궁 내 위랑이 있는 건축물 (개방/완전 개방)
(출처: 陣伯超·朴玉順 等著, 盛京宮殿建築, 北京: 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07, 18쪽 위 음영 및 전각명 표기)

심양고궁의 동쪽 영역은 중첨 모임지붕과 정팔각형 평면을 가진 대정전을 중심
에 두고 앞쪽으로 10동의 왕정과 기정이 2열로 늘어서있다. 전부 모든 방향으로 
개방된 위랑을 갖추고 있다. 대정전의 경우, 모퉁이에 낭주(廊柱)가 3개씩 모여 
기둥무리를 형성하는 점은 규모의 차이는 크게 나지만 앞서 살펴본 육면정(六面

140)  陣伯超·朴玉順 等著, 盛京宮殿建築, 北京: 中國建築工業出版社, 2007, 74쪽 이후 圖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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亭)인 창덕궁 존덕정과 흡사한 면이 있다. 또한 대정전은 바깥을 향해 열려있는 
위랑 뿐만 아니라 중심부의 안쪽에도 8개의 내주가 자리하고 있다. 즉, 개방형 주
위퇴칸과 폐쇄형 주위퇴칸을 동시에 갖춘 이중구조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
한 측면에서 심양고궁 대정전은 5장에서 다루어질 환구단 황궁우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그림 3-49. 심양고궁 대정전 평입면도
(출처: 陣伯超·朴玉順 等著, 앞의 책, 2007)

심양고궁 대정전 앞에 양 옆으로 마주보며 늘어선 왕정과 기정의 경우, 모두 정
방형에 가까운 평면을 동일하게 갖고 있다. 내부에는 벽돌을 쌓아 두꺼운 벽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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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공간을 구획하고 위랑은 외부로 열리게 한 점도 동일하다. 위랑 너비가 명칸
의 약 1/3 수준으로 네 모퉁이에 기둥무리가 형성되었으며, 내주열의 두터운 전돌
벽을 통해서 모퉁이가 더욱 선명하게 인식된다. 이와 유사한 의장은 서울 동관왕
묘 정전에서 발견된다. 동관왕묘 정전이 훨씬 큰 규모이지만, 퇴칸과 정칸의 비
율, 그리고 내주열에 두터운 조적벽을 쌓아 내주의 입면을 감싸는 방식 등이 모두 
흡사하다. 이와 유사한 규모에서 형성된 기둥무리는 실내 공간이 없는 북경 이화
원(頤和園)의 정자 건축에서도 살필 수 있다.  

그림 3-50. 심양고궁 좌익왕정 평면도와 횡단면도
(출처:  陳伯超·朴玉順 等著, 앞의 책, 2007)

(a) 심양고궁 왕정과 기정 (b) 북경 이화원 정자건축

그림 3-51. 청대 건축의 위랑에서 기둥무리가 형성된 사례
(출처: 2016년 촬영)

심양고궁의 중심 영역에서 가장 높은 전각인 봉황루(鳳凰樓)는 1632년에 건립
된 3층 전각이다. 매 층 마다 위랑이 있는데, 지상층에서 2,200mm 정도로 추정
되는 위랑의 너비로 3층까지의 체감을 수용하며 구성되었다. 상층으로 갈수록 중
심부의 간살이는 변하지 않고 위랑의 깊이가 조금씩 줄어든다. 이 모든 층에 형성
된 위랑은 외부를 향해 모두 개방되어 있는 점도 특징이다. 이와 같은 방식은 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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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대 건축에서 매우 흔하게 나타나며, 한국건축의 일반적인 반칸물림 전각이 대
개 폐쇄형 주위퇴칸을 갖고 지상층의 주위퇴칸 너비가 상층부를 고려하여 넓게 
형성된 것과 대비된다. 상층부 주위퇴칸이 개방된 것도 멸실된 창덕궁 舊경훈각 
이외에 잘 나타나지 않는 것과 대조적이다.   

(a) 지상층 평면도 (b) 정면도

그림 3-52. 심양고궁 봉황루
(출처: 伊藤淸造, ｢奉天大內宮闕建築硏究報告書(下)｣, 滿洲建築協會雜誌 5(4), 1925, 3쪽 / 陳伯超·朴玉順 等著, 

앞의 책, 2007)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중심부와 중심부를 감싸는 주변부로 구성된 보편
적인 방식의 범주 속에서도 송‧원대의 부계와 명‧청대의 위랑이 상당히 다른 양상
을 가지고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송‧원대의 부계주잡은 중첨을 구성하며 깊은 퇴
칸을 형성하고 처마에도 일정 수준 이상의 깊이가 확보하는 한편, 명‧청대의 위랑
은 단첨과 중첨에 대한 큰 구분 없이 얕은 퇴칸을 형성하며 처마 돌출이 다소 줄
어드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부계와 위랑의 특징은 우리나라의 주위퇴칸식 건축에서는 혼재되어 나
타난다. 주위퇴칸이 중심부와 분리된 구조로 중첨을 구성하는 방식 자체는 창덕
궁 존덕정이나 봉암사 극락전, 환구단 황궁우의 개방형 주위퇴칸에서 찾아볼 수 
있다. 그렇지만 차양칸으로 구성된 주위퇴칸의 너비는 송·원대의 부계만큼 넓지가 
않아서 오히려 명·청대의 위랑에 가깝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서울 동관왕묘 정전
은 조선시대 건물 중에서 명‧청대 단첨 위랑식 건축과 가장 흡사한 사례이다.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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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왕묘는 1598년(선조31) 숭례문 밖 남관왕묘(南關王廟) 다음으로 서울에 지어
진 두 번째 관왕묘이며, 명 황제의 자금과 조선 왕실의 내탕금(內帑金)이 본격적
으로 투입되어 지어진 첫 번째 관왕묘로 추정되고 있다.141) 이는 동관왕묘 정전 
의장이 보다 특별하게 구현된 계기와 연결된다. 다수의 관왕묘가 소실되었기 때
문에 동관왕묘 정전과 외관 비교가 가능한 대상은 남관왕묘가 유일하다. 남관왕
묘는 화재를 겪은 1899년(고종37)에 재건된 것인데, 이전 제도를 따라 지어진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142) 조선고적도보에 남아있는 사진을 통해서 동관왕묘 정
전과 남관왕묘 정전을 비교하면, 명‧청대 위랑과 유사한 의장이 남관왕묘에는 전
혀 나타나지 않는다. 이처럼 위랑은 동관왕묘 정전을 중국적 색채가 짙은 전각으
로 만드는데 일조하였으며 여타 관왕묘와 구분 짓고 위상을 드높이는데 사용된 
특수한 의장 요소였다고 여겨진다.

그림 3-53. 명‧청대 단첨 위랑과 동관왕묘 정전의 개방형 주위퇴칸
(출처: 종로구청, 앞의 책, 2018, 원색화보 ; 2018년 촬영)

141) 그 이전까지 조선의 관왕묘는 임진왜란을 거치며 성주, 안동, 고금도, 남원 등지에 세워졌는
데 모두 파병된 명나라 장수들이 자신의 주둔지에 건립한 것이었다. 남관왕묘도 1598년(선조
31) 명 진인(陣寅)장군이 자신의 집에 조성한 것이었는데, 선조가 이곳에 참배하게 되면서 명
으로부터 동관왕묘 건립을 권고 받았다고 한다. -종로구청, 서울 동관왕묘 학술조사 및 고증 
연구용역 보고서, 2018, 19-20쪽

142) 권준형, ｢고종36년(1899) 남관왕묘의 중건과 건축 특성 연구｣, 건축역사연구 2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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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폐쇄형 주위퇴칸의 기둥 배치

3.3.1. 폐쇄형 주위퇴칸식 비각과 침전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개방형 주위퇴칸식 건축에서는 독립기둥으로 드러나는 퇴

주열의 배열 방식에 따라서 입면 의장을 조율한 양상이 두드러진다. 이러한 개방
형 주위퇴칸은 기둥과 기둥 사이의 공간감으로 처마 깊이를 보다 강조하고 입면
에 입체감을 부여하는 특징이 있다. 기본적으로 전통목조건축에서 벽체는 기둥과 
기둥 사이에 위치하기 때문에 폐쇄형 주위퇴칸식 건축에서도 입면에 기둥이 드러
나게 되고 기둥 배치에 따라 입면 의장이 조율되었다. 다만 개방형 주위퇴칸에 비
하여 입면에 공간감과 입체감이 결여된 측면이 있으나, 폐쇄형 주위퇴칸에서도 
정칸과 퇴칸의 폭을 결정 하는 기둥 배열 양상은 입면의 의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
한다. 따라서 퇴주열에 벽체를 가지고 있는 폐쇄형 주위퇴칸식 건축의 기둥 배치
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다. 

(a)  고운사 연수전 (개방형) (b) 홍릉 비각 (폐쇄형)

그림 3-54. 개방형 주위퇴칸식 건축과 폐쇄형 주위퇴칸식 건축 입면 예시
(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왕릉 종합학술조사보고서 Ⅸ, 2015, 320쪽 ; 의성군, 의성 고운사 연수전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2019, 64쪽)

비각(碑閣)은 비석의 보호각을 의미하며 비석을 세우고 난 뒤 비석 크기에 맞
춰 지어지는 방식에서부터 시작되었다. 대체적으로 비석의 크기는 해당 금석문의 
권위에 비례하였고, 비석을 크게 만드는 일만큼 비바람으로부터 그것을 보호하는 
비각을 짓는 일도 중시되었다. 조선왕릉 42기 중에서 가장 큰 비석이 있는 능은 
태종(太宗, 재위 1400∼1418)의 헌릉(獻陵)이다. 헌릉 비각의 내부에는 현재 귀
부이수비(龜趺螭首碑)143) 2기가 있는데, 비각은 정면 4칸, 측면 3칸 규모로 내부
에는 내주가 없는 통칸형 평면을 가지고 있다. 가장 이른 시기에 지어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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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된 폐쇄형 주위퇴칸식 비각은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인조별서구유기비각(仁
祖別墅舊遺基碑閣)이다. 1695년(숙종21) 인조별서의 옛 터에 숙종의 어필비(御
筆碑)가 세워질 때에 같이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144) 이 인조별서구기비각은 
어필비의 규모에 따라 헌릉의 신도비각보다 측면 길이가 1.5m 정도 짧지만 정면 
3칸, 측면 3칸의 내주가 있는 폐쇄형 주위퇴칸식으로 세워진 것이 특징이다. 균일
하게 가공된 16개의 초석이 숙종 연간에 조성된 북한산성 행궁지에서 발굴된 초
석의 다듬새와 매우 비슷하고, 1929년에 작성된 경기도고건축물 대장에 19尺로 
기입된 정면과 측면 길이가 현황과 대략 일치하는 것으로 보아, 초축 부터 주위퇴
칸식이었음이 확실해 보인다. 이와 같은 폐쇄형 주위퇴칸식 비각은 고종 연간에 
증축된 태조의 건원릉(健元陵) 비각과 고종의 홍릉(洪陵) 비각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인조별서구기비각과 홍릉 비각을 비교하면, 홍릉 비각이 비석의 크기에 비하여 
확연하게 크게 지어진 것을 알 수 있다. 이 두 비석의 높이는 비슷하지만 인조별
서구기비는 귀부이수비라 평면상 비각 내 차지하는 비율이 크고, 홍릉 표석은 농
대가첨석비(籠臺加簷石碑)145)라 평면상 비각 내 차지하는 비율이 작은 편이다. 

143) 장기인, 한국건축대계Ⅶ: 석조, 보성각, 2006, 175쪽
144) 은평구, 서울 인조별서유기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20, 68쪽

그림 3-55. 통칸형 비각과 폐쇄형 주위퇴칸식 비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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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불구하고 홍릉 비각의 주칸은 인조별서구기비각의 것보다 더 넓고, 주
위퇴칸의 너비도 여유 있게 조성되었다. 홍릉 비각의 종도리 높이는 대규모 신도
비가 있는 헌릉 비각의 것과 비슷할 정도다. 이렇게 일반적인 표석을 위한 보호각
의 높이와 규모가 커진 것은 홍릉에서 시작되었는데, 이것은 황제릉의 시작으로 
평가되는 1897년 명성왕후(明聖王后)의 능을 조성하면서 정자각(丁字閣)이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의 일자형 침전(寢殿)으로 변경된 것과 연관 있어 보인다. 내
부에는 주위퇴칸으로 여유 공간이 생성되고, 중심부를 구획하는 내주 4개가 비석 
주변에 배치됨으로써 예상치 못한 권위 제고 효과까지 획득할 수 있었다.   이렇
게 만들어진 홍릉의 폐쇄형 주위퇴칸식 비각 제도는 20세기 초까지 지속되었다. 
홍릉 비각과 같은 치수의 간살이를 가지고 있는 비각이 1899년(고종42) 조경단
(肇慶壇)과 1904년(고종44) 유강원(裕康園, 오늘날의 유릉(裕陵))에도 세워졌
다. 그리고 1900년(고종37) 태조(太祖)의 건원릉(健元陵)에 있던 신도비 옆에 
묘표(墓表)가 추가되면서, 건원릉 비각은 중심부 2칸에 주위퇴칸을 두른 비각이 
되어 최종적으로 1907년(순종1)에 완성되었다.146) 

그림 3-56. 건원릉 비각 전경과 내부 
(출처: Google)

이렇게 고종 연간 조선왕릉 비각이 폐쇄형 주위퇴칸식으로 변화한 것은 비석의 
크기와는 무관한 비각 자체의 변화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홍릉 표석은 높이 약 
359cm로 황제릉이 되면서 기존 표석보다 크기가 확대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145) 장기인, 위의 책, 2006, 176쪽
146) 승정원일기 1905년 10월 4일 4번째 기사, 1907년 8월 10일 8번째 기사 ; 건원릉 증축 공

사의 1905년의 택일과 1907년의 택일을 비교하면, 비석 수립 시점이 서로 다른 점이 가장 주
목된다. 1905년의 택일은 비각 상량 이후 비석을 수립하였던 반면, 1907년의 택일은 비각의 정
초일과 입주일 사이에 비석 수립일이 자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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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홍릉 표석보다 더 큰 표석들이 이미 효종의 영릉(399cm), 융릉(366cm), 건
릉(379cm), 인릉(415cm), 수릉(416cm)에 세워진바 있다.147) 이중에서 인릉 비
각과 표석의 크기를 홍릉의 것과 비교해보면, 홍릉 표석은 기본형 비각으로도 충
분히 감당할 수 있는 규모였으며, 주위퇴칸이 의도적으로 부가된 것임을 추측할 
수 있게 한다. 

(a) 인릉 비각 (b) 홍릉 비각

그림 3-57. 인릉과 홍릉 표석 및 비각 크기 비교  
(출처: 인릉 정자각 및 비각 수리보고서(2009)와 홍릉 비각 수리보고서(2004) 도면 위 재작도) 

147) 괄호 안 비석들의 높이는 조선왕릉 종합학술조사보고서 Ⅷ에 수록된 표석 도면을 참고한 
것이다. 표석이 2기인 경우, 오래된 왼쪽의 것을 기입하였다. 단, 해당 보고서에 표석 도면이 누
락된 인릉의 경우, 인릉 정자각 및 비각 수리보고서(2009)의 237쪽에 수록된 비각 종단면도
에 그려진 표석 입면으로 그 높이를 파악하였다. ; 이와 같이 표석의 높이가 커졌기 때문에 19
세기 산릉 비각의 특징적 요소인 이익공이 등장하게 된 것으로 보인다. 건릉, 인릉, 수릉 비각에 
적용된 이익공은 표석 높이가 이보다 작은 철종의 예릉 비각, 고종의 홍릉 비각, 순종의 유릉 
비각에도 쓰였다. 단, 주위퇴칸식인 홍릉과 유릉 비각에서는 화반 위 운공이 더해진 점이 다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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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비정(碑亭)건축에서도 인조별서구유기비각, 건원릉비각, 홍릉비각, 조
경단비각, 유릉비각이 해당하는 폐쇄형 주위퇴칸식 비각과 유사한 사례를 살필 
수 있다. 중국 산동성 곡부(曲阜)에 위치한 공묘(孔廟)는 여러 개의 비정이 있는
데 모두 형태가 유사하다. 그 중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차이는 중첨(重檐)이라는 
점, 그리고 비석이 중심부 한 칸에 여러 개가 안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중국
의 사례에서 내부에 안치된 비석의 높이가 월등하게 높고, 전체적인 비례상 높이
만을 확장하기 보다는 중심부의 주칸 거리도 확장하여 여러 개의 비석을 수용하
는 방향이 정착한 것으로 보인다. 10호 비정의 경우, 중심부에는 귀부이수비가 3
기가 있고, 주위퇴칸부에는 일반 비석이 5기가 수용되어 있기도 하다. 높이가 높
은 중심부의 주칸 거리는 건원릉 비각보다 넓고 주위퇴칸부의 너비는 건원릉 비
각과 큰 차이가 나지 않는 정도여서 평면상 기둥이 좀더 무리지어 있는 모습이 관
찰된다. 하지만 실제로 외곽의 기둥은 두터운 벽체 안에 숨겨져 드러나지 않는다.

(a) 건원릉 비각 (b) 중국 공묘 제11호 비정 

그림 3-58. 폐쇄형 주위퇴칸식 비각의 국내 사례와 중국 사례 비교
(출처: 南京工學院建筑系‧曲阜文物管理委員會 合著, 曲阜孔廟建築, 北京 : 中國建筑工業出版社,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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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릉과 유릉(裕陵)은 조선왕릉 중 대한제국 황제릉(皇帝陵)으로 불리기도 한
다. 황제릉으로 격상되면서 석물의 종류와 배치가 달라졌고, 비각에 주위퇴칸이 
생겨났으며, 정자각(丁字閣) 대신 정면 5칸, 측면 4칸 규모의 폐쇄형 주위퇴칸식 
침전(寢殿)이 세워졌다. 이러한 변화는 을미사변 후 홍릉을 조성할 때 “오례와 
같이 정자각을 침전이라 부르고 제도를 5칸으로 하고 배위청(拜位廳)을 전각 안
에 마련하라”는 고종의 명에 따른 결과였다.148) 

(a) 철종대왕예릉산릉도감의궤(1864)의 유문도      (b) 명성왕후홍릉산릉도감의궤(1899)의 유문도

그림 3-59. 정자각에서 폐쇄형 주위퇴칸식 침전으로의 변화
(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왕릉종합학술조사보고서 Ⅸ, 2015, 174, 297쪽 재인용)

홍릉 비각과 유릉 비각이 간살이 치수가 모두 동일하였듯이, 홍릉 침전과 유릉 
침전도 동일하다. 1897년에 명성왕후의 홍릉을 조성하였던 제도가 그대로 1904
년 유강원(裕康園)에 적용되었고, 천정(遷葬)이 이루어진 이후에도 그대로 이건 
된 것이기 때문이다. 두 침전의 주위퇴칸 너비는 10자(3,090mm)로 가운데 내주
가 생략되고 독립적으로 드러난 8개의 내주가 지지하는 단일한 공간이 형성되었
다. 홍릉 침전과 유릉 침전의 가장 큰 차이는 월대의 길이 뿐인데, 홍릉 침전의 월
148) 고종실록, 1897년 3월 27일(양력) ; (명성황후)홍릉산릉도감의궤, ｢시일｣, 1897년 2월 

25일(음력), 18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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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가 유릉 침전의 월대보다 5m가량 더 길게 조성되었다. 홍릉 침전과 유릉 침전
은 모두 정칸에 비하여 주위퇴칸 너비가 크게 좁지 않고, 측면에서는 기둥 간격이 
모두 일정하기 때문에 기둥무리가 형성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어느 정도 기둥
무리를 형성한 비각과 대조된다.  

그림 3-60. 홍릉과 유릉 동일한 간살이의 폐쇄형 주위퇴칸식 침전   

그림 3-61. 홍릉의 폐쇄형 주위퇴칸식 침전과 비각 (1909년 촬영)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유리건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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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통칸형 비각의 정면과 측면 구성
헌릉 비각은 건원릉 비각과 구분이 어려울 정도로 흡사한 외관을 가지고 있다.  

둘 다 정면 4칸, 측면 3칸 규모이며 정면과 측면 모두 양 퇴칸이 좁아서 모퉁이가 
강조된 입면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헌릉 비각은 내주가 없는 통칸형 비각이고, 
건원릉 비각은 내주가 있는 주위퇴칸식 비각이다. 둘 다 폐쇄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주의 유무를 따로 확인하지 않으면 이 차이를 알 수가 없다. 그런
데 헌릉 비각이 처음부터 주위퇴칸식 비각과 흡사했던 것은 아니었다. 헌릉 비각
의 내부에는 1422년(세종4)에 세워진 구(舊)신도비와 1695년(숙종21)에 세운 
신(新)신도비 2기가 있는데, 구신도비 1기만 있었던 조선 전기의 모습은 현재와 
사뭇 달랐다. 초창기 헌릉 비각은 1691년(숙종17)에 예조판서 유하익(俞夏益, 
1631~1699)이 임란으로 소실된 헌릉 비각 터를 살펴 보고한 아래의 기록을 통
해 추정해 볼 수 있다.

【승정원일기】 1691년(숙종17) 7월 24일 3번째 기사 

네 모퉁이에 원주초(圓柱礎) 4개가 있고, 좌‧우‧후 3면은 원초(圓礎) 사이에도 각각 방초(方礎)

가 1개씩 있고, 전면은 중간에는 방초(方礎)가 없고, 문을 세운 자리의 돌(門基址石)이 있다. 

원초(圓礎)의 사이 4면은 모두 18척 5촌이며, 또 원초(圓礎) 밖에 또 계단(階砌)이 설치되어, 

좌면, 우면, 전면 3면에 계단석은 드러나 있는데, 땅 위 후면은 (계단석이) 사초(莎草)의 속에 

묻혀 있어서, 몇 개가 묻혀 있는지 알 수가 없다. 주석(柱石) 사이의 장대석(墻臺石)은 간간이 

손상된 것이 있다. 대체로 비각(碑閣)의 터는 완연하게 여전히 남아 있는데 비석의 용두가 파

열되어 일찍이 철색(鐵索, 쇠줄)으로 두 군데를 둘러 묶었다.149)

이 기록을 토대로 헌릉 비각의 평면 추정도를 작성하면 다음 그림과 같다. 1안
은 기록 그대로 각각의 길이가 18척 5촌인 좌‧우‧후면 3면의 중앙에 방형 초석이 
위치하는 안이다. 다른 산릉 비각과 마찬가지로 팔작지붕을 가정하면 통상적인 
도리 방향과 보 방향을 유추하기 어려운 구조다. 오히려 대구 동화사 수마제전(桐
華寺 須摩提殿)과 매우 유사한 맞배지붕 구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149) 四隅有圓柱礎 四箇, 左右後三面則圓礎之間, 又各有方礎之一箇, 前面則無中間方礎, 而有立門基
址石。圓礎之間, 四面皆十八尺五寸, 且於圓礎之外, 又設階砌, 左右前三面階石則露出, 地上後面, 
則埋於莎土之中, 未知其幾箇有無。柱石間墻臺石, 間間有傷破者。大槪, 碑閣基址, 則宛然猶存, 而
碑石龍頭破裂, 曾以鐵索, 兩處帶結。



주위퇴칸식(周圍退間式) 건축의 유형과 전개

- 130 -

그림 3-62. 1691년(숙종17) 헌릉 비각터 추정안 
(1안(左) - 후면 방형초석이 가운데 위치 / 2안(右) 후면 방형 초석 1기 유실을 가정한 안)

2안은 1안을 보완한 것인데, 배면에서 방형 초석이 원래 2기였는데 이중 1기가 
유실된 것으로 가정하였다. 2개의 대들보가 전후 방향으로 나란히 걸리면서 충량
과 합각을 측면에 둔, 전형적인 영릉형 구성으로 추정할 수 있다. 유하익이 헌릉 
비각 터를 살핀 이유는 임란으로 소실된 헌릉과 건원릉의 신도비를 고치고 비각
을 다시 짓기 위해서였는데, 1691년 9월 이 두 비각을 조성한 각각의 감역관 등
에게 시상한 기록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대로 실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150)

헌릉 비각에 구신도비 1기만이 있었을 때의 규모와 기둥 배열 양상이 비슷한 
사례로, 1614년(광해5)에 조성된 순강원 신도비각(順康園 神道碑閣)과 1744년
(영조20)의 소령원(昭寧園) 신도비각을 들 수 있다. 이 비각들은 모두 정면 양 
끝에 협칸을 두어 3칸 구성을, 측면은 중앙에 기둥 1개를 두어 2칸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들의 보 방향 길이는 각각 5.6m151)과 6.2m이다. 이들의 도면을 살피면, 
신도비의 평면 크기는 대개 비슷하여, 비각의 보 방향 길이를 정하는 데에는 평면 
크기보다 높이가 결정적인 요소였음을 알 수 있다.  

150) 승정원일기, 1691년(숙종17) 9월 5일 6번째 기사
151) 순강원 신도비각의 보 방향 길이가 가장 짧은 것은 신도비의 앞면에만 비문이 새겨져 있는 

드문 사례라는 점과도 관련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 131 -

그림 3-63. 신도비각 규모와 신도비 높이 관계  

순강원과 소령원 신도비각과 같은 측면 2칸으로 구성되었던 초창기 헌릉 비각
은 숙종 연간에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1694년(숙종20), 글씨가 많이 닳아 없
어진 헌릉 신도비 옆에 마땅히 새 신도비를 추가하기로 결정됨에 따라서152) 
1695년(숙종21) 2월 7일, 완공한지 4년도 안 된 헌릉의 구 비각을 철거하고 옛 
신도비 옆에 새로운 신도비를 수립하고 같은 달 16일에 신도비 2기를 모두 담아
내는 새로운 비각을 입주상량하였다.153) 새로운 신도비의 귀부가 특출 나게 컸기 
때문에 기존 보 방향 길이 18척 5촌에서 최종적으로 6.8m로 확장되었다. 보 방향
이 확장되면서 측면에 배치되는 기둥 개수도 늘어났는데, 가운데 정칸과 양 끝에 
퇴칸이 있는 3칸 구성이 되었다. 종전의 측면 2칸 구성에서 측면 3칸 구성이 된 
것은 단순히 보 방향 규모가 확대되었기 때문으로 볼 수 있지만, 헌릉 비각은 정
면의 정칸과 협칸, 측면의 정칸과 협칸이 모두 각기 3,500mm, 1,650mm으로, 네 
모퉁이 퇴칸과 중심부를 구성하는 정칸이 모두 정방형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
다.154) 지붕틀을 형성하는 도리 부재가 규격화되어 효율성 역시 제고된 측면이 
152) 숙종실록, 1694년 2월 25일 1번째 기사
153) 1695년 2월 7일 구 비각 철훼, 16일 비각 개기, 3월 7일 귀대석 필역, 4월 17일 귀대석 안

배(安排)와 비각 정초, 5월 13일 비석 수립, 5월 16일 비각 입주상량, 5월 27일 비각 필역 -
헌릉비석중건청의궤, 1695 

154) 이와 같이 정형화된 간살이 때문에 현존하는 헌릉 비각이 후대에 재건된 것일 가능성도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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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고 보인다. 이와 같은 간살이 방식은 헌릉지(獻陵誌)에서 ‘비각 2칸. 사면
에 반칸을 더하였다(碑閣二間, 四面又益半間在)’라고 표현되었다. 그리고 이와 같
은 기둥 배열 방식으로 개방형 주위퇴칸에서와 유사한 기둥무리 형성을 이루며 
모퉁이를 강조하는 입면 특징을 획득하게 되었다. 

그림 3-64. 헌릉 비각 전경과 내부  
(출처: 2018년 촬영)

이처럼 내주가 없는 통칸형 건물에서 주위퇴칸식 건축과 유사한 기둥 배치는 
측면 구성에서 완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면에서 양 쪽의 퇴칸을 작게 구성하는 
것은 추녀의 뒤초리 지지점을 충량과 외기도리 사용 없이 대들보 선상에 위치시
킴으로써 구조적으로 유리해지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측면에서 넓은 정칸과 양
쪽에 좁은 퇴칸을 두는 3칸 구성은 2칸 구성일 때보다 기둥의 개수가 1개씩 늘어
나는 것이므로 목재가 많이 들고 구조적으로도 크게 개선된다고 보기 어렵다. 즉, 
통칸형 건물에서 모퉁이를 강조하는 기둥 배치는 실용적인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주위퇴칸식 건축과 같이 격식이 있고 정갈한 외관을 목적으로 한 것이라
고 보인다.   

할 수는 없으나, 내주가 없는 통칸형 구성만큼은 유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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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소결

궁궐 침전, 불전과 봉안각, 정자와 장대 등의 용도로 나누어 살펴본 중소규모 
주위퇴칸식 건축은 중심부와 주위퇴칸부의 구분과 통합 측면에서 다양한 공간구
성 방식을 취하고 있다. 

궁궐 침전의 경우 중심부와 주위퇴칸부가 모두 실내화 되어 폐쇄형 주위퇴칸이 
우세하였다. 중심부와 주위퇴칸은 실내 공간에서도 대부분 서로 철저하게 분리되
는 양상을 보였다. 단, 5자 내외의 좁은 주위퇴칸을 사용하는 소규모 전각에서는 
중심부와 주위퇴칸부의 온돌이 통합화된 소수의 사례가 있었다. 또한 주위퇴칸부
는 서로 다른 전각을 연결하는 복도각을 형상하는데 유리하게 작용하였다.     

불전과 봉안각에서는 주위퇴칸부와 중심부가 실내로 통합된 경우, 주위퇴칸부
와 중심부가 각기 실외와 실내로 분리된 경우, 주위퇴칸부의 일부만이 실내로 통
합된 경우가 모두 나타났다. 사찰에 있는 불전과 어첩 봉안각의 경우에는 주위퇴
칸부가 분리되어 있어도 모두 마루바닥을 두어 중심부에서 부족한 공간을 충당하
는 역할을 하였다. 특히 선암사와 흥국사 원통전에서 나타나는 전면 돌출부는 이
러한 역할을 강화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한편, 동관왕묘나 화령전에서는 외부
로 격리된 주위퇴칸은 별도의 바닥을 갖지 않고 철처히 외부화 된 모습을 보였다.  
주위퇴칸부의 마루바닥 유무와 관계없이 중심부와 단절된 성격이 강한 좌우 측면
와 후면의 주위퇴칸부는 중심부로의 출입구와 연동된 전퇴와 같은 기능적인 성격
보다는 구조 또는 의장적인 측면에 가까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정자와 장대는 각기 단층 구조와 중층 구조에 해당하며 대개 전면 개방형 주위
퇴칸을 가지고 있었다. 정자는 중심부와 주위퇴칸부 모두 마루바닥을 형성하고 
중심부의 바닥 높이를 다소 올려서 구분하는 방식이 있었고, 중심부에 벽체로 구
획된 온돌방을 두고 주위퇴칸부에는 마루바닥을 형성하여 내부와 외부로 분리하
는 방식이 있었다. 장대의 경우 중층을 구성하기 위해 내주의 높이가 퇴주보다 크
게 높았다. 2층 마루뿐만 아니라 지상층에에도 내주열에 벽체 없이 단이 높은 마
루바닥이 형성되었다.     

주위퇴칸을 구성하는 퇴주의 배열 양상은 특히 퇴주가 독립적으로 드러나는 개
방형 주위퇴칸에서 입면 의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퇴주의 양 끝 간격이 좁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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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외관이 높게 보이고 건물의 모퉁이 부분이 강조되는 효과가 있는데, 이를 
기둥무리가 형성되었다고 표현할 수 있다. 특히 다각형 평면에서 모퉁이를 중심
으로 퇴주를 추가하면 기둥무리 형성으로 인한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와 같은 기둥무리의 형성은 중국건축의 위랑 건축과도 형태적인 유사성이 발
견된다. 송‧원대의 부계주잡의 경우 중심부와 분리된 구조로 중첨을 형성하는 점
이 차양칸으로 조성된 주위퇴칸식 건축의 양상과 유사하며, 명‧청대의 위랑이 얕
은 깊이를 가짐으로서 기둥무리가 적극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은 개방형 주위퇴칸
의 주열 양상과 흡사한 모습이다.    

이러한 기둥 간격 조율은 개방형 주위퇴칸 뿐만 아니라 폐쇄형 주위퇴칸식 비
각과 측면 3칸의 통칸형 비각에서도 살필 수 있다. 폐쇄형 주위퇴칸식 비각은 비
석의 크기에 맞춰 제작하던 보호각 차원에서 벗어나 비석을 둘러싼 독립적인 내
주와 여유 공간을 갖게 되었는데, 이러한 요소들은 비각의 내외부에 건축적 의장
을 강화시켰다. 조선왕릉에서 폐쇄형 주위퇴칸식 비각이 본격적으로 정착하게 된 
것은 황제릉으로의 격상 의도가 반영된 것이었다. 측면 3칸의 통칸형 비각은 외
관상 폐쇄형 주위퇴칸식 비각과 큰 차이가 없다. 측면 3칸의 통칸형 비각은 조선
왕릉에서 헌릉에서만 살필 수 있는 소수의 사례이지만, 측면 2칸의 통칸형으로부
터 출발하여 점차 주위퇴칸의 조형과 유사한 입면을 갖춰나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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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팔작, 우진각, 모임지붕의 형태 분석과 분포 현황

4.1.1. 세 지붕형식의 형태 요소: 추녀와 합각
팔작지붕과 우진각지붕, 모임지붕의 가장 중요한 형태적 공통점은 추녀, 즉 지

붕의 모퉁이(屋角)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우리말 ‘추녀’는 오늘날 건축학계를 
중심으로 구조부재를 지칭하는 용어로 쓰이는 경향이 강하지만, 넓은 의미에서 
모퉁이 그 일대의 처마를 뜻하는 형태적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추녀의 고어 ‘츈
혀’는 조선시대에 편찬된 유서에 지붕 모퉁이를 지시하는 용어로 제시되었고,155) 
관찬사료를 중심으로 春舌, 春椽, 衝椽 등으로 차자 표기된 용례로부터 구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형태적인 측면에서도 사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추녀는 서
로 다른 두 방향의 서까래를 서로 이어주기 위해 선자연(扇子椽)과 같이 특별한 
가공이 더해진 귀서까래를 가지고 있으며, 귀서까래에는 대개 갈모산방의 도움으
로 앙곡과 안허리곡을 주어 가장 길게 돌출된 이 부분의 처마를 돋보이게 하는 것
이 일반적이다.156) 

그림 4-1. 형태적 의미의 추녀를 구성하는 선자연 
(출처: 장기인, 한국건축대계 Ⅴ: 목조(재판), 보성각, 2004, 298쪽)

155) 1798년(정조22)에 간행된 유서 재물보(才物譜)와 19세기로 추정되는 광재물보(廣才物譜)
에서는 앙(㭿)에 대하여 우리말‘츈혀’와 한자 ‘屋角’으로 풀이하면서 동의어로서 斜桷, 飛簷, 飛
㭿을 나열하였다. 

156) 추녀가 가진 형태적 의미에 대해서는 어원 유추를 통해서도 짚어 볼 수 있다. 역어유해(譯語
類解)(1690)에는 중국어 ‘椽’이 ‘츄 ’이란 발음으로 기록되었고, 뜻풀이로서 서까래의 고어인
‘혀’가 적혀있다. 이로부터 우리말 츈혀는 중국어 椽[chuán]과 우리나라 고유어 혀가 결합된 조
어(造語)로 추정할 수 있다(홍윤표, ｢‘서까래’의 어원｣, 새국어소식 86, 2005). 중국어 角梁과 
일본어 隅木가 모두 모퉁이를 뜻하는 글자를 포함하는 것에 비하여, 이렇듯 추녀는 서까래를 뜻
하는 한자와 고유어의 조합으로 만들어졌다. 이로부터 추녀는 형태적으로 지붕모퉁이를 위해 특
별한 가공이 필요한 서까래, 선자연 또는 마족연과 같은 귀서까래에서 유래하였다고 추정된다. 
-허유진·전봉희, ｢삼국사기 옥사조 비첨 재해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6(9), 2020, 6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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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녀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추녀가 주심도리로부터 밖으로 돌출
되는 부분 A와 추녀의 뒤초리가 결구되는 중도리에서 주심도리까지의 부분 B가 
있다. 통상적으로 A는 B보다 클 수 없다. 즉, 추녀의 뒤초리가 결구되는 지점이 
주심도리와 가까울수록 처마의 내단 길이가 짧아져 처마 내밀기도 짧아진다. 주
위퇴칸식 건축에서는 모퉁이에 위치한 내주가 추녀의 뒤초리를 지지하므로, 주위
퇴칸의 너비 자체가 처마 내밀기와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편의상 A와 B를 수
평거리로 본다면, 주위퇴칸식 건축에서 B는 주위퇴칸 너비에 √2를 곱한 값이 되
며, A는 이보다 작아야 한다. 요컨대 부연과 출목도리를 제외한 처마 내밀기는 주
위퇴칸의 너비로부터 대략 정해진다고 볼 수 있다.   

합각은 종도리 양 끝에 앞뒤로 걸린 서까래(집우사)와 측면방향의 서까래(장
연)와의 세모진 사잇공간을 밀폐하기 위한 벽체를 말한다. 지네철로 고정한 ㅅ자
형의 박공널을 대고 부연 모양과 같은 목기연을 직각으로 걸친 뒤 연함에 맞춰 기
와를 돌려 깔면서 내림마루를 조성하는 등 여러 처리 기법이 종합되는 부분이다. 
추녀가 있는 지붕형식 중에서 합각은 팔작지붕만이 갖는 것이기 때문에 북한에서
는 팔작지붕을 ‘헷각집(학각집)’이라고 부른다.157) 또한 일부 목수들은 우진각지
붕 역시 합각지붕이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우진각지붕은 팔작지붕에 비하여 합각
의 크기가 작을 뿐 목구조가 동일하고 기와 작업만 다르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구
조적으로 동일하다는 인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158) 

그림 4-2. 합각의 구성
(출처: 장기인, 앞의 책, 2004, 317쪽) 

157) 리여성, 조선 건축 미술의 연구, 한국문화사, 1999, 37쪽
158) 배지민·전봉희, ｢전통목조건축의 지붕곡 결정과정 : 경복궁, 창덕궁 보수, 복원 현장을 중심으

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23(1), 2003, 39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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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각의 위치는 추녀보다 선택의 폭이 넓다. 가장 안쪽으로는 종도리 지지점과 
인접한 곳, 그리고 가장 바깥쪽으로는 출목도리선까지 가능하다. 합각의 위치를 
달리함으로 인해 팔작지붕의 전체적인 비례와 무게감이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
다. 합각의 위치는 합각의 크기 및 용마루의 길이와 연동되기 때문이다. 합각이 
바깥쪽에 위치할수록 합각의 크기가 증가하고, 합각의 크기가 크면 측면에서도 
지붕이 커 보이고 용마루도 길어져 정면에서도 지붕이 확대되는 효과가 있다. 합
각이 안쪽에 위치할수록 합각의 크기는 줄어들고, 합각의 크기가 줄어들면 사방
에서는 처마부분만이 부각되어 전체적으로 우진각지붕과 유사하게 보이게 된다. 
일반적인 비각의 지붕은 측면이 단칸으로만 구성되었을 지라도 허가연(虛家椽)이
라 불리는 덧서까래를 통해서 합각을 조성한다.159)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에 있는 
익릉(翼陵) 비각은 이와 같은 방식으로 구성된 전형적인 기본형 비각의 예시 중 
하나다. 허가연을 통해 합각을 구성하고 적절한 길이의 용마루를 가지고 있어 작
은 규모이지만 전체적으로 팔작지붕의 전형적인 비례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
다. 한편,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의릉(懿陵)에는 조선왕릉 42기 중에서 가장 작은 
합각을 가진 특수한 비각이 있다. 의릉 비각에는 덧서까래가 쓰이지 않아 합각이 
거의 만들어지지 않았고 용마루도 상당히 짧게 조성되었다. 양상도회(梁上塗灰)
로 용마루와 추녀마루, 내림마루를 기와와 대비되게 선명하게 만들지 않았다면 
흡사 모임지붕과 크게 다르지 않게 보였을 정도로 작은 합각을 가지고 있다.

   

 (a) 익릉 비각 (b) 의릉 비각 

그림 4-3. 조선왕릉 기본형 비각의 합각 크기 비교
(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조선왕릉 종합학술조사보고서 Ⅵ, 2014)  

북한 황해남도 배천군 강호리에 위치한 강서사 대웅전(江西寺 大雄殿)은 1662
년(현종3)~1722년(경종2) 사이에 중창된 정면 5칸, 측면 3칸의 후퇴형(전열감

159) 정지원, 조선후기 지붕구조의 허가연에 관한 연구–전개과정과 기능분석을 중심으로, 경기대
학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2012, 57~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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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형) 불전이다. 팔작지붕의 합각이 공포의 외출목보다 튀어나가 있는 점이 독특
한데, 동일한 량가 구성을 가진 전각 중에서 가장 합각이 크게 조성된 사례로 추
정된다. 남한에 있는 사례로 합각이 가장 많이 내밀어진 사례는 강화 전등사 대웅
전(傳燈寺 大雄殿)인데, 합각면이 외출목도리 중심선상에 위치한다. 강서사 대웅
전은 특히 좌측의 합각이 외출목도리보다 더 튀어나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합각을 
최대한 내밀어서 용마루를 연장하면 지붕이 훨씬 크고 육중해 보이는 효과가 있
다. 이와 동시에 집우사와 여러 적심목이 추녀 뒤초리를 눌러서 안정적으로 고정
해주므로 선자연이 쳐지거나 빠질 가능성이 적다는 장점도 있다. 합각의 위치 선
정은 다분히 의장적인 맥락에서의 선택이기도 하지만, 이와 같이 구조적인 이점
을 취할 수도 있다. 

그림 4-4. 강서사 대웅전의 합각 내밀기
(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의전통건축 황해남도1: 월정사 극락보전 ‧ 강서사 대웅전, 2007)

하지만 강서사 대웅전과 같이 합각을 과도하게 내미는 사례는 매우 특수한 경
우에 그쳤다고 보인다. 합각을 크게 하면 그만큼 겹쳐지는 서까래(집우사)를 많
이 쓰게 되기 때문에 그다지 실용적이지 못하기 때문이다. 18세기 숙종실록과 
영조실록에는 왕실 관련 건축물에서조차도 팔작지붕의 선자연이 빠지는 것을 
우려하는 기록이 많이 등장한다. 예를 들어 ‘왕릉 정자각의 사면충연에 쓰인 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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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이 빠졌다(四面衝椽之本, 所謂扇子椽, 庫庫離退者)’, ‘사면충연은 튼튼한 풍차만 
못하다(四面衝椽, 不如風遮之完固)’는 기록이 있다.160) 선자연의 뒤초리를 넉넉
하게 확보하고 합각의 위치를 최대한 바깥쪽에 두는 등의 팔작지붕을 튼튼하게 
만들 수 있는 여러 방식이 있었겠지만, 이러한 논의는 눈에 띄지 않는다. 더욱이 
왕릉 정자각의 경우에는 기존 제도에 충실하면서 실용성과 내구성을 동시에 확보
할 수 있는 맞배지붕이 선호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합각은 평면형태가 일반적인 장방형일 경우에 용마루의 양 끝에 위치하여 한 
지붕에 2개가 조성되는 경우가 가장 많다. 하지만 평면형태가 정방형에 가까울 
때에는 한 지붕에서도 용마루 2개를 서로 교차시켜 4개의 합각이 조성되기도 한
다. 이와 같은 건물 형식은 십자각(十字閣)이라고도 한다. 창덕궁 부용정(昌德宮 
芙蓉亭)과 화성 방화수류정(華城 訪花隨柳亭), 송광사 종루(松廣寺 鐘樓)와 같이 
평면형태가 十자형 또는 亞자형과 유사한 부분이 있어 해당 돌출부에 맞추어 합
각이 생성된 경우도 있다. 일반적인 방형 평면에서는 기능적으로 완결된 지붕 위
에 다른 방향으로 합각을 보태어 십자각을 완성하게 된다. 아마도 십자각이라는 
명칭은 평면 형태 또는 용마루가 교차함으로써 합각이 여러 개 생겨난 화려한 지
붕에서 비롯된 명칭으로 추정된다. 방형 평면에서 용마루가 교차한 십자각의 사
례는 창경궁 북십자각(昌慶宮 北十字閣)과 남십자각에 잘 남아있고, 건물의 형상
을 담은 각종 석물에서도 볼 수 있다.  

그림 4-5. 창경궁 북십자각 평입단면도
(출처: 문화재청, 창경궁 홍화문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0) 

160) 승정원일기, 1703년(숙종29) 2월 12일 13번째 기사, 1701년(숙종27) 8월 23일 4번째 기
사, 1731년(영조7) 5월 24일 19번째 기사 ; 이러한 기록을 통해 조선왕릉에서 팔작지붕의 8칸 
(정전 5칸, 배위청 3칸)으로 세워진 정자각들이 점차 맞배지붕의 5칸(정전 3칸, 배위청 2칸)으
로 고쳐지게 된 배경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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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주위퇴칸부와 중심부의 조합으로 본 세 지붕형식
주위퇴칸식 건축에서는 모든 방향으로 있는 퇴칸에 따라 처마가 드리워진다. 

다시 말해 주위퇴칸식 건축의 지붕형식은 추녀가 있는 종류로 한정되어 있다. 또
한 측면 퇴칸을 가짐으로써 맞배지붕을 취하는 사례가 거의 없다는 사실은 측면 
퇴칸과 추녀가 있는 지붕형식이 서로 일체화된 규범이었다고 볼 수 있다.161)

이러한 관점에서 주위퇴칸식 건축의 지붕형식은 중심부를 덮는 부분과 주위퇴
칸부를 덮는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다. 즉, 팔작지붕은 주위퇴칸부에 형성된 추녀
가 있는 지붕 위로 중심부에 형성된 맞배지붕이 결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팔작
지붕을 바라보는 이러한 관점은 7세기 일본 법륭사(法隆寺)의 유물 옥층주자(玉
虫廚子)의 지붕 모습과도 일맥상통하며, 4세기 중국의 석궐(石闕)에서도 유사한 
형상을 볼 수 있다.162) 우진각지붕과 모임지붕은 주위퇴칸부의 지붕과 결합하여 
더 큰 우진각지붕 또는 모임지붕을 이루는 것이다. 단, 우진각지붕은 중심부의 종
도리와 추녀 뒤초리를 지지할 수 있는 별도의 구조가 요구되기 때문에 구조가 복
잡해지고 비효율적인 단점이 있다.

그림 4-6. 주위퇴칸부와 중심부의 조합으로 본 지붕형식 

161) 평면유형이 내주가 모두 정치되어 주위퇴칸식 건축과 유사한 맞배지붕 사례는 18세기에 건립
된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歸信寺 大寂光殿) 뿐으로 확인된다. 전후퇴 너비가 좌우퇴 너비보다 1
尺 정도 길어서 일정한 너비로 둘러싼 퇴칸으로 정의되는 주위퇴칸과는 차이가 있다. 

162) 이러한 지붕은 철즙(錣葺) 또는 시코로야네(錣屋根)라 한다. -배병선, ｢왕궁리유적 백제건물
지의 구조분석｣, 익산 왕궁리 유적 발굴 20년 성과와 의의, 2009, 12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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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주위퇴칸식 건축에 적용된 지붕형식은 팔작지붕 또는 모임지붕뿐이며 
우진각지붕은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기와가 해체된 팔작지붕 또는 모임지붕 사
례를 살피면, 장연(長椽)과 단연(短椽)이 각각 주위퇴칸부와 중심부의 지붕을 이
루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창경궁 양화당은 7량가 팔작집에서 볼 수 있는 가장 
일반적인 방식으로 서까래가 배치되어 있다. 종도리에서 상중도리, 그리고 상중도
리에서 하중도리까지 각각의 단연이 걸리고, 하중도리와 주심도리에 한 개의 장
연이 걸쳐져 있다. 종도리에서 하중도리까지가 합각이 있는 중심부 지붕을, 그 이
하가 추녀가 있는 주위퇴칸부 지붕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4-7. 중심부 팔작지붕 사례: 창경궁 양화당 
적색: 장연(주위퇴칸부), 녹색: 단연(중심부)

(출처: 문화재청, 창경궁 양화당 해체보수공사 수리보고서, 2015 위 재작도)  

모임지붕인 법주사 원통보전은 공포부에 속하는 외목도리와 내목도리, 그리고 
옥심주를 제외하면 5량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이론적으로 모임지붕은 내주
열에 놓인 중도리를 기점으로 각각 중심부 지붕과 주위퇴칸부 지붕으로 나뉘는
데, 이는 단연이 장연 위에 덧도리를 두고 걸쳐진 ‘덧걸이방식’에서도 유효하
다.163) 덧걸이 방식은 단연 물매를 중도리 높이에 좌우되지 않은 채 자유롭게 조
163) 선행연구에 따르면, 조선 후기 서까래 설치는 장연과 단연을 연침(椽針)으로 엮고 누리개를 

사용하던 ‘엇걸이방식’에서 장연을 중도리에 직접 연정(椽釘)으로 고정하고 장연 위에 덧도리를 
사용하는 ‘덧걸이방식’으로 변화하였다. -조규화, 법주사 원통보전 정방형평면의 가구구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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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할 수 있고 보토의 양도 절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법주사 원통보전의 경우 
장연 뒤초리에 연침의 흔적이 발견되어 원래는 엇걸이 방식이었다가 1974년 이
후 현재의 덧걸이방식으로 변화하였다.164) 원형인 엇걸이방식과 후대의 덧걸이방
식 어느 쪽이든 간에, 하나의 모임지붕을 형성하는 데에 추녀와 서까래가 분절되
어 주위퇴칸부 지붕과 중심부 지붕이 구분된다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이것은 
내주가 없는 정면 3칸, 측면 3칸의 통칸형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이와 
같은 통칸형 사례는 일제강점기 이후부터 현대기에 지어진 경우뿐이고, 이전 시
기 정면 3칸, 측면 3칸의 규모를 단첨의 모임지붕으로 덮는 구조는 모두 주위퇴
칸을 두어 4개의 내주로 중도리를 직접 받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고 생각된다. 

그림 4-8. 중심부 모임지붕 사례: 법주사 원통보전
적색: 장연(주위퇴칸부), 녹색: 단연(중심부)

(출처: 문화재청, 법주사 원통보전 실측수리보고서, 2010 위 재작도)  

주위퇴칸부의 외쪽지붕과 중심부의 맞배지붕이 결합하여 팔작지붕이 된다는 관
점은 현존하는 서울 동관왕묘와 멸실된 남관왕묘 정전의 지붕형식 비교를 통해서
도 잘 드러난다. 현재 朝鮮古蹟圖譜의 사진과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평면도

관한 연구, 경기대학교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2010, 44쪽 ; 홍병화, ｢조선후기 서까래 
설치방식의 변화와 의미｣,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7(1), 2011

164) 조규화, 위의 논문, 2010, 4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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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통해서 살필 수 있는 남관왕묘는 화재를 겪은 1899년(고종37)에 재건된 것인
데, 이전 제도를 따라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165) 동관왕묘와 남관왕묘 정전은 
맞배지붕의 배전을 나란히 앞에 둔 점이 서로 동일하나, 동관왕묘 정전은 주위퇴
칸식이며, 남관왕묘 정전은 전후퇴형이다. 동관왕묘 정전은 남관왕묘 정전에 없는 
좌우퇴에 서까래를 걸고 전후퇴의 서까래와 만나는 부분에 추녀를 둔 팔작지붕이
며 그 배전은 측면 1칸 규모의 평4량가로 조성되었고 정전으로부터 좌우퇴칸이 
이어져 배전의 맞배지붕 도리뺄목이 정전의 팔작지붕 측면 처마에 맞춰졌다. 그
에 비하여 남관왕묘의 정전은 전후퇴를 따라 앞뒤로만 지붕면이 형성되어 맞배지
붕이고 그 배전 맞배지붕은 측면 2칸에 걸쳐 조성되었는데, 두 맞배지붕 모두 도
리뺄목이 발생하지 않았다. 이와 같은 지붕형식의 차이는 모두 정전의 주위퇴칸
의 형성 여부에서 비롯된 것이다. 동관왕묘와 남관왕묘 모두 정전과 배전의 지붕
을 덮는 직교방향의 또 다른 지붕이 있어 큰 박공면이 정면을 향하고 있는 점은 
동일하다.   

(a) 동관왕묘 정전 현황도 
(팔작지붕+맞배지붕)

 (b) 남관왕묘 정전 추정도
 (맞배지붕+맞배지붕)

그림 4-9. 동관왕묘와 남관왕묘 정전 퇴칸과 지붕형식의 관계
(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동묘의 건축, 2004, 152쪽 재편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남관왕묘 평면도 참조)

165) 권준형, ｢고종36년(1899) 남관왕묘의 중건과 건축 특성 연구｣, 건축역사연구 22(4),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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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동관왕묘 정전  (b) 남관왕묘 정전

그림 4-10. 일제강점기 동관왕묘와 남관왕묘 정전 전경
(출처: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 11, 1931)

동관왕묘 정전은 3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개방형 주위퇴칸의 기둥 배열 양상이 
명‧청대의 위랑과 가장 흡사한 사례이다. 그런데 지붕구조를 이루는 도리 부재에
도 중국적인 요소가 남아있어 주목된다. 측면에서 주위퇴칸부의 지붕을 구성하는 
중도리는 완전한 원형이 아니라, 안쪽에서 마치 보의 형태와 같이 가공되었다. 이
는 중국에서 채보량(踩步梁)이라 부르는 부재와 유사하다.166) 일반적으로 측면 
서까래를 거는 데에 외기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 내주가 직접 지지하는 위치에서
는 대들보가 아닌 도리부재가 쓰이는데, 이 사례에서는 내주로 둘러싸인 중심부
에서 보이는 도리 옆면이 직선으로 가공이 되어있어 특별하다.  

그림 4-11. 청식 채보량과 유사하게 가공된 중도리(대보) 단면
(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동묘의 건축, 2004, 152쪽)

166) 馬炳堅, 中國古建築木作營造技術(第二版), 北京: 科學出版社, 2003, 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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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주위퇴칸식 건축의 지붕형식은 중심부와 주위퇴칸부로 구분하는 형태적 
분석이 구조적 분석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주위퇴칸이 추후에 증축된 
경우, 중심부의 지붕구조와 주위퇴칸의 지붕구조는 뚜렷하게 구분이 어려워지기
도 한다. 정읍 피향정(井邑 披香亭)은 특이하게 장연과 추녀의 뒤초리가 상중도
리에 결구된 주위퇴칸식 건축이다. 원래 정면 3칸, 측면 2칸의 5량가 팔작지붕이
었던 피향정은 주위퇴칸이 신설되면서 7량가 팔작지붕이 되었는데, 증축 이전 5
량가 구조일 때의 중도리가 장연의 시작점으로서 유지된 것이다. 따라서 일반적
으로 주위퇴칸식 건축에서는 충량과 외기도리가 나타나지 않지만, 피향정은 충량
과 외기도리가 중심부에 그대로 남게 되었다. 장연부가 연장됨으로써 서까래의 
내단 길이가 훨씬 증가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안정적인 처마 내밀기가 달성되
었다. 이처럼 시차를 두고 완성된 주위퇴칸식 건축에서는 팔작지붕의 구조가 반
드시 중심부의 맞배지붕과 주위퇴칸의 외쪽지붕으로 나누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그림 4-12. 정읍 피향정의 지붕구조
(출처: 문화재청, 피향정 실측조사보고서, 2001, 228쪽 ; ⓒ전봉희)

주위퇴칸부와 중심부의 지붕은 서로 높이 차를 두고 별개로 조성될 수도 있다. 
바로 차양칸 또는 중층(重層)을 구성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중심부에는 팔작지붕 
또는 모임지붕을 온전히 갖추고 주위퇴칸부의 처마를 낮게 결합하는 방식이 보편
적이다. 이격된 중심부에 맞배지붕을 쓰는 경우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팔작지붕
이나 모임지붕을 두어 모든 방향으로 온전한 중첨(重簷)이 형성되는 경우가 대부
분이다. 중첨은 주위퇴칸부와 중심부의 지붕이 이격된 정도에 따라서 ‘겹지붕(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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屋)’167)과 ‘층단(層段)지붕’으로 구분할 수 있다.168) 전자는 주위퇴칸부와 중심부 
지붕이 서로 가까워 중심부 상부에 벽체가 형성되지 않는 경우이며, 후자는 주위
퇴칸부와 중심부 지붕이 서로 멀어서 중심부 상부에 벽체가 형성된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그림 4-13. 층단지붕과 겹지붕
(출처: 장기인, 앞의 책, 2004, 250쪽)  

겹지붕을 구성하는 아래 지붕, 즉 주위퇴칸부에 해당하는 지붕은 ‘차양지붕’이
라고도 하며, 이때의 주위퇴칸은 ‘차양칸’이라고 부를 수 있다. 이때의 차양칸은 
중심부 지붕과의 높이 차이 면에서나 부재 굵기가 상대적으로 가는 경우가 많은
데, 이럴 때에는 중국건축의 부계주잡(副階周匝)와도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이
러한 사례로는 봉암사 극락전과 창덕궁 존덕정을 들 수 있다. 모두 중심부의 지붕
이 모임지붕이라는 공통점이 있다. 차양지붕은 보첨(補簷)의 일종으로 볼 수도 
있는데, 1449년(세종31) 태조비 신의왕후(神懿王后, 1337~1391)의 신위를 봉
안했던 경복궁 문소전(景福宮 文昭殿) 근처에 지어진 한 전각은 ‘불전 1칸, 보첨 
8칸(佛殿一間補簷八間)’으로 기록되었다.169) 보첨의 규모가 칸수로 표현된 것으
로 보아 보첨을 기둥으로 지지하였음을 알 수 있다. 이와 구조가 흡사한 봉암사 
극락전 사례에 비추어 보면,170) 이 불전의 중심부 지붕도 역시 모임지붕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층단지붕은 중층 구조의 하층과 상층 지붕을 함께 지칭하
는 용어다. 온칸물림과 반칸물림과 같이 중층을 구성하는 방식에 따라서 지붕을 

167) 처마지붕이 이중으로 된 것을 말하며, 부연을 갖춘 겹처마와 구분된다. -장기인, 한국건축대
계 Ⅴ: 목조(재판), 보성각, 2004, 250쪽 

168) 장기인, 앞의 책, 2004, 250쪽 ; 중국에서는 중첨(重簷)이란 표현을 사용하는데, 온칸물림이
나 반칸물림과 같은 중층 구조 뿐만 아니라 겹지붕 또는 차양지붕도 지시한다. 

169) 김수온 著 · 이종찬 譯, 역주 사리영응기,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3 
170) 홍병화‧김성우, ｢희양산봉암사 극락전 연구 –조성시기와 용도를 중심으로-｣, 건축역사연구

16(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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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하는 방법이 사소하게 달라지지만, 큰 틀에서 보면 하층 지붕은 주위퇴칸부
에 해당하고 상층 지붕은 중심부에 해당한다. 

앞서 팔작지붕의 형태를 주위퇴칸부와 중심부로 나누어 고찰하였지만, 사실 팔
작지붕은 주위퇴칸이 없는 형식에서도 자유롭게 생겨날 수 있는 지붕형식이다. 
주위퇴칸 구성이 아닌 경우의 팔작지붕은 대부분 충량(衝樑)을 사용하며 조성된
다. 사실 이러한 형식은 주위퇴칸식 건축보다도 일반적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
서는 창경궁 숭문당(昌慶宮 崇文堂)은 주위퇴칸으로 조성되는 팔작지붕과 측면에 
걸리는 퇴량(충량)을 통해 조성되는 팔작지붕을 한 번에 살필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2고주 7량가의 정면 4칸, 측면 4칸 규모로 전후면과 측면 3면을 ㄷ자
로 둘러싸는 퇴칸이 있다. 퇴칸이 있는 왼쪽 보 방향 도리는 내주열에 위치하고, 
퇴칸이 없는 오른쪽 외기도리는 평주와 대들보에 결구되는 퇴량 위에 위치한다. 

그림 4-14. 창경궁 숭문당의 팔작지붕 구조
(출처: 문화재청, 창경궁 숭문당 보수공사 수리보고서, 2016

퇴칸이 완전하게 둘러싸는 방식이 아니더라도, 좌우 측면에 퇴칸이 있거나 꺾
이는 퇴칸은 팔작지붕을 충량 없이 수월하게 구성할 수 있게 한다. 측면에 퇴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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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는 경우는 전면 또는 후면에 퇴칸을 두는 경우보다 일반적이지는 않지만, 지붕 
가구가 형성되는 구조적 특성을 살필 필요가 있다. 

서울 동작구 용양봉저정(龍驤鳳翥亭)은 정조가 현륭원(顯隆園)으로 향하는 길
에 사용하였던 노량행궁(露梁行宮)의 중심 건물이다. 노량행궁은 배다리(舟橋)로 
한강을 건널 때 잠시 어가(御駕)를 쉬게 하고 점심식사를 하는 주정소(晝停所)로
서, 1789년(정조13) 이곳의 망해정(望海亭)을 구입하고 1790년(정조14)에 용양
봉저정이라 칭하며 조성되었다.171) 용양봉저정은 노량행궁에서 현존하는 유일한 
건물로, 1고주 5량가의 정면 6칸, 측면 2칸으로 퇴칸이 좌우측면과 전면을 ㄷ자
로 둘러싸고 있다. 이 경우에는 창경궁 숭문당과 다르게 충량과 외기가 형성되지 
않고, 앞쪽 추녀뒤초리는 고주가 지지하는 한편 뒤쪽 추녀뒤초리는 대들보 위 동
자주가 지지하게 된다. 이렇게 추녀 뒤초리가 대들보선상에서 받치게 되는 것은 
좌우퇴칸이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인데, 좌우퇴칸은 그 자체도 드물뿐더러 대
개 증축에 의한 것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2장에서 언급한 숭릉(崇陵) 정자각과 
같은 8칸 정자각 사례가 있다. 용양봉저정도 1795년(정조19) 화성능행도팔곡병
의 <한강주교환어도(漢江舟橋還御圖)>를 비롯한 다수의 회화 사료에서 모두 
전퇴가 있는 정면 4칸으로 그려져 있기 때문에, 좌우퇴칸은 후대에 덧붙여진 것
일 가능성이 크다. 좌우퇴칸이 붙여지기 이전에는 충량을 사용한 일반적인 팔작
지붕이었다가, 좌우퇴칸이 생기면서 충량을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화하였다
고 볼 수 있다. 

그림 4-15. 노량행궁 용양봉저정
(출처: 서울특별시 문화재과 편, 서울시 중요문화재 건조물 실측조사보고서, 1993) 

171) 구욱희, ｢노량행궁의 복원을 위한 기초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계획계) 34(5),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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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 세 지붕형식의 적용 조건과 정·측면 칸수 분포 현황
팔작지붕은 정방형과 장방형 평면에서 모두 가능하여 적용 조건에 제약이 적은 

반면에, 우진각지붕은 장방형 평면에서만 가능하다. 특히 우진각지붕은 장변과 단
변의 길이 차가 커서 용마루 길이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보기가 좋다. 통상적으
로 우진각지붕은 ‘정면 길이 : 측면 길이’의 비가 2:1 이상으로 차이가 나야 가능
하다는 인식이 있다. 중국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건축물인 남선사 대전(南禪寺 大
殿, 782)과 불광사 대전(佛光寺 大殿, 857)이 각기 다른 지붕형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이러한 평면 비례에 따른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중국에서는 우진각지붕의 
위계가 팔작지붕보다 높다는 인식이 확고한 편이다. 이러한 현상은 지붕의 형태
적 차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건물 자체의 규모 차이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
고 생각된다.172) 

팔작지붕과 우진각지붕은 용마루의 뼈대가 되는 종도리를 연장할 수 있는 범위
가 다르다. 팔작지붕이 좀 더 크고 우진각지붕은 제한적이다.173) 국내에는 팔작
지붕에 이 종도리 연장 기법을 적용하여 지붕의 전체적인 볼륨과 합각 크기를 키
워 지붕을 화려하게 보이게 한 사례가 다수 확인되지만, 국내 우진각지붕 사례 중
에서 이 기법이 적용된 경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된다. 숭례문, 흥인지문, 광화문, 
수원 팔달문 등의 지붕평면도를 살피면 추녀마루가 모두 일직선이고, 추녀마루 
위 양상도회(梁上塗灰)에 높이 변화를 주어 입면상 추녀마루에 곡선을 가미하는 
정도만이 관찰될 뿐이다. 

우진각지붕과 모임지붕의 공통점은 둘 다 합각이 없고 적용 조건이 제한적이라
는 점을 들 수 있다. 우진각지붕은 장방형, 그리고 모임지붕은 정방형과 다각형에 
한정된다. 우진각지붕과 모임지붕의 차이점은 용마루의 유무로, 우진각지붕은 장
방형 평면에만 쓰일 수 있고 용마루 1개와 추녀마루 4개로 구성되는 반면, 모임
지붕은 정n각형 평면에만 쓰일 수 있고 용마루 없이 추녀마루 n개로만 구성된다.  

172) 이 두 사례를 포함하여 중국에 현존하는 8~14세기 건축물 27동 중 팔작지붕과 우진각지붕의 
정‧측면 칸수 분포 양상을 살피면, 팔작지붕은 3x2칸, 5x3칸, 7x4칸에, 우진각지붕은 5x2칸, 
7x3칸, 9x4칸에 해당한다. 측면 규모를 기준으로 우진각지붕이 팔작지붕보다 대규모 건물을 위
한 지붕형식으로 쓰였음을 알 수 있다. -궈칭화 著, 윤재신 譯, 중국 목조건축의 구조, 동녘, 
2006, 187~190쪽  

173) 영조법식에서는 팔작지붕과 우진각지붕에서 종도리를 연장하는 기법을 출제(出題)라고 한
다(궈칭화 著, 윤재신 譯, 위의 책, 2006, 23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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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작지붕 우진각지붕 모임지붕

정방형 ● x ●

장방형 ● ● x

다각형 x x ●

표 4-1. 팔작, 우진각, 모임지붕이 적용 가능한 평면형태

우리나라에서 우진각지붕은 초가(草家)의 가장 흔한 지붕형식이다. 이 사실이 
반영된 특별한 궁궐건축 사례가 있다. 창덕궁 후원의 서향각(書香閣) 북편에 위
치하는 희우정(喜雨亭)은 정면 2칸, 측면 1칸 규모의 소규모 전각으로, 1645년
(인조23) ‘취향정(醉香亭)’이란 이름으로 지어졌을 때는 초당(草堂)이었다. 그러
다가 1690년(숙종16) 숙종이 이곳에서 기우제를 올리자 바로 비가 내렸고, 이를 
기뻐한 숙종이 전각명을 취향정에서 희우정으로 고치고 지붕재도 기와로 교체하
였다고 한다.174) 이때 초당이었을 때의 합각이 없는 지붕틀이 그대로 유지된 바
람에 현재와 같은 독특한 모습이 남게 되었다. 19세기 초엽에 그려진 <동궐도>
에도 기와로 된 우진각지붕이 덮인 희우정의 모습이 뚜렷하게 확인된다. 

(a) 조선고적도보 (b) 동궐도

그림 4-16. 창덕궁 희우정의 우진각지붕 
(출처: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10, 1930 ; 문화재관리국, 동궐도, 1991)

174)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사료총서 제3: 궁궐지, 1967, 52쪽 ; 문화재청, 동궐도 읽기
, 2005, 11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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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존하는 전통목조건축물 중에서 추녀가 있는 지붕형식이 적용된 규모는 대개 
정면 15칸, 측면 6칸을 넘지 않는 범위에 분포한다.175) 팔작, 우진각, 모임지붕 
중에서 가장 보편적인 팔작지붕은 정면 15칸, 측면 5칸의 여수 진남관(鎭南館)이 
최대 규모 사례로 나타난다. 그리고 모임지붕은 정면 5칸, 측면 5칸의 법주사 팔
상전(法住寺 八相殿)이 최대 규모 사례이지만, 이는 하층부 기준이며 실제 지붕
이 덮이는 최상부는 정면 1칸, 측면 1칸 규모일 뿐이다. 이렇게 맨 꼭대기 지붕을 
기준으로 하면 모임지붕의 최대 규모 사례는 정면 3칸, 측면 3칸의 법주사 원통
보전이 된다. 

그림 4-17. 팔작, 우진각, 모임지붕의 규모 분포

한편, 우진각지붕은 측면 2칸인 경우에 집중되는 경향이 매우 뚜렷하다. 이 경
우 정면 15칸, 측면 2칸의 해인사 장경판전(海印寺 藏經板殿)이 최대 규모에 해
당한다. 중심부를 퇴칸으로 둘러싸는 주위퇴칸식 건축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
부터 가능한 형식이다. 즉, 위에 제시된  지붕형식별 정·측면 칸수 분포에 따르면 
우진각지붕은 주위퇴칸식 건축과 매우 동떨어진 지붕형식임을 알 수 있다. 이것
은 전반적으로 팔작지붕에 대한 선호가 강했기 때문이기도 하고, 특히 주위퇴칸
식 건축에서는 우진각지붕이 비효율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우진각지붕이면서 측면 3칸인 사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朝鮮古蹟圖譜

175) 맞배지붕을 포함하면 정면 19칸에 달하는 종묘 정전(宗廟 正殿)이 최대 규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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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실린 개성에 위치한 관음사 대웅전(觀音寺 大雄殿)과 대흥사 대웅전(大興寺 
大雄殿)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우진각지붕이다. 정면과 측면의 비례가 2:1
에 훨씬 못 미쳐 용마루가 상당히 짧아 보인다. 이 두 사례는 제릉(齊陵) 비각과 
더불어 북한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조선시대 우진각지붕 사례를 대표한다. 

(a) 개성 관음사 대웅전 (b) 개성 대흥사 대웅전

그림 4-18. 우진각지붕을 가진 측면 3칸 규모의 불전들
(출처: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 13, 1933) 

주위퇴칸식 건축에서 우진각지붕을 취하는 일은 매우 어려운 일이 되는 까닭은 
다음과 같은 사례를 들어 설명할 수 있다. 관음사 대웅전은 1646년(인조24) 중창
되고 1797년(정조21)에 중수된 것으로 알려진 북한 개성 소재의 보기 드문 우진
각지붕을 가진 불전이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통칸이주형으로 앞뒤로 걸친 대들
보 아래 내주가 불벽을 조성하며 후면으로 치우쳐 있다. 정면에서 가운데 정칸은 
양 옆 협칸과 거의 동일한 너비다. 평면이 장방형이므로 네 귀퉁이의 추녀가 2개
씩 만나는 지점은 2개가 형성되어 종도리 지지점이 되어야 하는데, 이 2개의 지
점을 대들보 상에 위치하게 만들기 위하여 출제(出題)를 적용한 것으로 추정된
다. 만약 내주가 있는 주위퇴칸식이라면 대들보는 내주열에 위치할 것이고, 이렇
게 되면 대들보와 종도리 지지점이 어긋나서 우진각지붕이 구조적으로 성립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내주를 둔 주위퇴칸식 
건축인 경우에는 우진각지붕보다는 팔작지붕을 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176)  

176) 이와는 별개로, 단면도상 관음사 대웅전은 지붕 형식이 후대에 변형되었을 가능성도 있어 보
인다. 장연 뒤초리를 지지하는 도리와 단연 머리를 지지하는 도리가 각기 따로 있고, 반쪽 단면
을 가진 도리도 관찰되기 때문이다. 측면 3칸과 우진각지붕의 정확한 분포 양상을 파악하기 위
해 해당 사례의 심층 조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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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측면 3칸 통칸형 우진각지붕 사례: 관음사 대웅전
(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문화재 해설집Ⅱ: 사찰건축, 1998, 28, 31, 33쪽)

주위퇴칸식 건축으로서 우진각지붕을 취하려면, 다시 말해 전후 추녀선의 교차
점이 대들보선에 최대한 가깝게 위치하려면 기본적으로 정면 칸수와 측면 칸수의 
확충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서 북경 고궁에서 볼 수 있는 명‧청대 위랑(圍廊)을 
갖춘 대형 건축물 경우 우진각지붕이 조성되었고, 공정주법의 권1에 수록된 9
량가 우진각집도 참조가 된다. 이들은 모두 두터운 측면 규모와 긴 정면 규모를 
통해 우진각지붕의 종도리를 받칠 구조를 확보할 수 있었고, 출제 기법을 통해 종
도리의 지지점을 교묘하게 조정한 특징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우진각지붕의 구
조를 살피면 팔작지붕은 상당히 손쉽게 이루어지는 편임을 알 수 있다. 주위퇴칸
식 건축에서 팔작지붕은 측면 규모에 상관없이 주위퇴칸을 따라 외쪽지붕을 형성
하고, 그 위 중심부 지붕에 맞배지붕을 덮으면 완성된다. 뿐만 아니라 내주열 대
들보 위에 동자주를 세워 맞배지붕의 종도리를 지지하기만 하면, 바깥쪽으로는 
집우사를 통해 합각의 위치를 비교적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서 의장적으로 선
택의 폭이 넓기 때문에 보다 선호되었다고 판단된다. 

주로 측면 3~5칸에 해당하는 주위퇴칸식 건축은 우진각지붕이 형성되기에 까
다로운 조건을 가지고 있으며, 실제 사례도 전무하다. 따라서 주위퇴칸식 건축의 
지붕형식으로는 우진각지붕은 제외하고 팔작지붕과 모임지붕만으로 좁혀서 논의
를 전개해도 무방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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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정방형 평면의 모임지붕과 팔작지붕 적용 양상

4.2.1. 1x1칸인 모임지붕과 팔작지붕
한국건축에서 모임지붕과 팔작지붕의 비중은 균등하지 않다. 모임지붕은 전체

적인 평면 형태가 정n각형과 같은 특수한 경우에만 적용되는 지붕형식이고, 이들
보다는 장방형 평면을 가진 사례 수가 압도적이다. 따라서 팔작지붕 사례 수가 월
등하게 많고 모임지붕 사례 수가 소수에 지나지 않는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그런
데 정방형 평면에서 조차도 팔작지붕이 모임지붕보다 우세하다는 사실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 즉, ‘정다각형=모임지붕’은 성립하지만, ‘정사각형=모임지붕’은 그
렇지 않다. 방형 평면의 범주 안에서는 팔작지붕과 모임지붕을 결정하는 기준에, 
평면형태가 아닌 다른 요소가 작용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건축에서는 팔작지붕과 모임지붕에 대한 인식이 어떠하였는지는 직접적으
로 알려주는 문헌은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중국건축의 경우에는, 모임지붕은 
아니지만, 우진각지붕과 팔작지붕의 위계 전통이 오래전부터 비교적 명확한 편이
다. 예를 들면 당송(唐宋)대부터 우진각지붕과 팔작지붕을 사용할 수 있는 대상
을 규정하는 기록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이다.177) 그에 비하여 우리나라는 지붕
형식에 대한 기록 자체가 매우 빈약하다. 18~19세기에 쓰인 홍대용과 김경선의 
연행록에서는 중국건축의 우진각지붕과 팔작지붕을 구분하지 않고 각각 ‘사면비
첨(四面飛檐)’, ‘사면충연(四面衝椽)’이라 통칭하였으며,178) 조선 후기 건축물에 
대한 가장 풍부한 어휘가 집결되어있는 화성성역의궤에서조차도 지붕형식을 지
칭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동장대(東將臺)의 도설에서 쓰인 ‘팔작(八雀)’이 유일
할 뿐이다.179)

177) 唐六典, 唐會要, 송대 天聖令에 전하는 영선령(營繕令)을 통해 중국에서 팔작지붕(廈兩
頭)을 취할 수 있었던 대상을 알 수 있다. 팔작지붕과 우진각지붕(四阿)이 모두 등장하는 것은 
송대 천성령인데, 태묘와 궁전, 社門, 觀, 寺, 神祠를 사아로 규정하였다. -백소훈, ｢송 영선령
을 통해 본 송대 주택의 형제와 심미｣, 동양예술 36, 2017, 109쪽

178) 허유진·전봉희, ｢삼국사기 옥사조의 비첨 재해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36(9), 2020, 68쪽
179) “...石築高五尺八寸東西長八十一尺上建二十間廣廈。三包八雀” (華城城役儀軌, 卷首, ｢圖說｣) 여

기서 삼포는 외1출목을 의미한다. ; 화성에는 방화수류정(訪花隨柳亭), 장안문(長安門)과 팔달
문(八達門), 서장대(西將臺)와 같은 핵심 건물에  팔작지붕뿐만 아니라 복잡하게 결합된 팔작지
붕, 우진각지붕과 모임지붕 등이 다양하게 쓰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관련한 어휘가 등장하지 
않는 점이 의아스럽다. 이에 비하여 맞배지붕과 추녀를 사용한 지붕에 대한 인식 차이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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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작지붕과 모임지붕의 차이는 건축 형태적으로 방향성과 연관 지어 해석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즉, 팔작지붕은 용마루와 나란한 면을 정면으로 
합각면을 측면으로 보는 시각이 뚜렷한 반면, 모임지붕은 정면을 특정하기 어렵
고 의도적으로 사방이 정면인 조형을 구현하기 위해 모임지붕을 사용한다고 보는 
것이다. 물론 팔작지붕에서도 십자각이나 화성의 방화수류정과 같이 합각 개수를 
늘려서 방향성을 없애기도 하지만, 이 경우는 매우 예외적인 사례라고 하겠다.  

팔작지붕과 모임지붕이 선택되는 기준에 대한 탐구는 일단 개별적인 사례를 살
핀 후 전체적인 조망이 가능할 것이다. 먼저 정방형 평면에 적용된 팔작지붕과 모
임지붕의 사례는 규모에 따라서 단 두 가지 경우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바로 정
면 1칸, 측면 1칸 규모일 때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일 때로 나누는 것이다. 
이를 줄여서 ‘1x1칸’, ‘3x3칸’으로 부르고자 한다. 조선시대 건축에서 ‘1x1칸’, 
‘3x3칸’ 이 두 가지 경우 말고 다른 규모를 가진 정방형 평면 사례는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180) 여기에는 단층일 경우도 있고, 중층 구조로서 최상부에 위치한 경
우도 모두 포함된다. 지붕 구조상으로는 단층일 때와 중층 구조의 최상부일 때나 
차이가 없기 때문이다. 

1x1칸의 모임지붕은 가장 작고 단순한 구조에 해당한다. 모임지붕을 형성하는 
네 귀퉁이의 추녀부재가 서로 기대어 옥심주(屋心柱)에 결구되는데, 옥심주 하부
는 도리 사이를 가로지르는 부재 위에 올라타는 경우도 있고 허공에 떠있는 경우
도 있다. 동일한 1x1칸 규모라고 하더라도, 주간 폭이 넓고 기둥 높이가 충분하여 
우물반자로 지붕 구조를 막아도 되는 경우에는 대개 옥심주를 지지하는 부재를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옥심주 하부가 고정되어 있어야 보다 구조가 안정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부재를 통상적으로는 대들보(대량), 많이 휘어진 경우
에는 곡보(曲梁)라고 부른다. 기둥머리에 결구되는 부재가 아니라 도리의 중간에 
얹히는 부재이기 때문에 대들보라는 명칭이 어색하기도 하지만, 별다른 대안이 
없다. 이 대들보 위에는 옥심주 외에도 왕지맞춤으로 사각틀을 조성한 중도리를 
평형에 맞게 고정하기도 한다. 이와 같이 1x1칸 규모의 정방형 평면에 모임지붕
을 적용하면서 대들보를 둔 사례로는 서울 문묘 묘정비각(廟庭碑閣), 봉암사 극

기록은 좀 더 나은 편이다. 예를 들어 전옥(殿屋)과 하옥(廈屋)에 대한 조선 예학자들의 해석, 
그리고 조선왕릉에서 8칸 정자각에 대한 논의 등이 있다. 

180) 임난 이후 오대산 사고과 태백산 사고의 사각(史閣) 및 선원보각(璿源譜閣)과 같이 상층이 
정방형 평면으로서 2x2칸인 경우가 있지만 이는 아주 예외적인 사례에 속한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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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전(鳳巖寺 極樂殿)과 창덕궁 후원의 태극정(太極亭) 등 다수가 있다. 아래 종
단면도에서 문묘 묘정비각은 옥심주와 중도리를 받치는 부재가 단면이 폭이 좁고 
춤이 높으며 ‘대량’이라고 표기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봉암사 극락전에서는 내출
목도리 중간에 걸쳐져 옥심주를 받치는 부재에 명칭이 아예 표기되지 않았다. 이 
부재가 폭이 넓고 춤이 낮아서 대들보라는 명칭이 어색해 보이기 때문으로 짐작
된다. 해당 부재 아래로 반자가 형성된 것도 묘정비각과 다른 점이다.    

(a) 문묘 묘정비각 종단면도 (b) 봉암사 극락전 종단면도

그림 4-20. 1x1칸의 모임지붕 옥심주 하부 대들보 있는 사례
(출처: 문화재청, 서울문묘 실측조사 보고서(하), 2006, 505쪽 ; 문경시, 봉암사 극락전 실측조사보고서, 2008, 

216쪽)

이보다 훨씬 규모가 작아서 지붕 안을 활용해야 천장고가 충분히 나오는 경우
에는 대들보를 생략하여 옥심주를 허공에 떠있도록 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대개 
소규모 정자건축이 여기에 속한다. 이 경우는 옥심주가 하중을 전달하지는 것은 
아니고 추녀가 모인 부분을 잡아주는 역할을 한다. 모임지붕 꼭대기에 놓이는 절
병통181)으로 장식을 겸하면서 그 무게로 지붕구조를 안정화시키기도 한다. 그리
고 내부에서 떠있는 옥심주 하부 마구리에는 왕지맞춤을 한 중도리와 같은 틀 속
에 판재를 덧붙여서 보기 좋게 한다. 이와 같은 사례는 창덕궁 후원의 능허정(凌
虛亭)과 소요정(逍遙亭)에서 살필 수 있다.  

181) 절병통은 모임지붕에 쓰이는 장식기와이다. 단, 화성의 방화수류정과 같이 용마루 2개의 교차
점에 놓이는 경우도 있다. 김제 금산사 대장전의 팔작지붕 용마루 중간에 놓인 절병통은 특수한 
경우인데, 재건되기 전 원형이 모임지붕을 가진 불탑형식이었다는 근거가 된다. -문화재청, 김제 
금산사 대장전 실측조사보고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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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창덕궁 소요정 종단면도 (b) 창덕궁 소요정 내부 천정 (c) 창덕궁 능허정 내부 천정

그림 4-21. 1x1칸 모임지붕 옥심주 하부 대들보 없는 사례
(출처: 평창한옥학교 자료실 ; 박언곤‧김대벽, 한국의 정자, 대원사, 1989, 27, 9쪽)

옥심주를 받치는 부재가 있거나 없거나 1x1칸 규모로 모임지붕을 이룰 때에는 
추녀는 무조건 한 부재로 갈 수 밖에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칸의 규모가 크
기 않기 때문에 이때의 모임지붕은 맞배지붕보다도 실용적인 지붕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일단 대들보가 사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크며, 일정한 길이의 서까래 개
수도 절약이 된다. 이처럼 모임지붕이 단칸에서 가장 합리적이고 실용적인 지붕
형식임을 고려하면, 각 지방에 산재되어 있는 수많은 단칸 규모의 정자가 일괄적
으로 모임지붕을 갖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런데 모임지붕 적용에는 위와 같은 실용적인 이유만이 있는 것은 아니었다. 
모임지붕은 특별하게 중국건축을 상징하는 조형 요소로서 인식되었던 듯하다. 문
묘 또는 무묘(武廟) 내 비각의 모임지붕은 중국 제도를 따르고자 한 의도가 작용
한 결과로 보인다. 1511년(중종6)에 처음으로 세워진 문묘의 묘정비각은 당시 중
국 조정의 예에 따라 세웠다는 직접적인 기록이 발견된다. 

【중종실록】 1511년(중종 6) 4월 18일 6번째기사

공자 묘정(孔子廟庭)에 비각을 세웠다. 전에 성균관에서 선성(先聖)의 비가 비에 젖고 햇볕에 

쬐어 자획이 흐려졌으므로, 중국 조정의 예에 따라 비각을 세우려 하였는데, 상이 이를 따른 

것이다.(立孔庭碑閣。 初成均館, 以先聖碑, 雨淋日灸, 字畫漸漫, 欲依中朝建閣, 上從之。)

여기서 말하는 중국 조정의 예란, 비각 건립 자체를 의미하는 것인지 혹은 모임
지붕을 갖춘 비각이 중국 조정의 예에 따른 것인지를 확실하게 해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에는 15세기부터 왕릉 비각에 대한 논의가 광범위하게 담
겨져 있다. 즉, 비각을 짓는 일은 고려시대 왕릉에서부터 있어왔고, 조선 초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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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각종 비각 건립에 대한 논의가 빈번하게 등장하고 있다. 특히 세종 연간인 15
세기 중반에는 비각을 건립하는 목적은 비석을 오래도록 전하기 위한 것이나, 행
여나 비각이 목재와 기와를 많이 쌓아 만든 무게를 버티지 못하고 무너지게 되면 
비석 또한 파괴되므로, 비각을 아예 만들지 말고 기존 비각들도 헐어내자는 상소
가 거듭되었다.182) 당시 비석의 권위는 비석의 크기에 비례했는데, 큰 비석일수
록 이를 감싸는 비각을 만드는 데에 높은 기술력이 요구되었고, 이를 충족하지 못
하는 경우가 왕왕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처럼 비석의 보호각으로서의 존재
는 이전부터 있어왔으며, 문묘 묘정에 비각을 중국 조정의 예에 따라 짓게 하였다
는 기록은 비각의 건립 여부 자체가 아니라 팔작지붕이나 맞배지붕이 아닌, 모임
지붕을 적용하는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는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 이때에 
세워진 묘정비각 뿐만 아니라 1742년(영조18)에 건립된 탕평비각(蕩平碑閣)도 
모임지붕으로 현존하고 있다. 묘정비각과 탕평비각의 모임지붕은 18~19세기에 
그려진 <태학도(太學圖)>, <문묘향사배열도(文廟享祀配列圖)> 등의 기록화에
서도 확인할 수 있다.

(a) 묘정비각과 탕평비각 현황 (b) 태학도 (c) 문묘향사배열도

그림 4-22. 1x1칸 규모의 모임지붕 비각 사례
(출처: 문화재청, 서울문묘 실측조사 보고서(상), 2006, 277, 283쪽 재인용)

18세기 후반 화성 서장대(華城 西將臺, 1794) 역시 1x1칸 규모의 모임지붕 사
례이다. 온칸물림의 중층 구조로서 하층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로 주위퇴칸을 

182) (세종실록 1443년 8월 25일 2번째 기사, 1444년 9월 28일 2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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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외쪽지붕을 두었고, 상층에서는 1x1칸 규모를 덮는 모임지붕을 두었다. 수
원화성에서 서장대는 팔달산 정상부에서 위용을 드러내고 있는데, 위치 선정과 
정조 어필의 현판에서부터 알 수 있듯이 가장 위계가 높은 장대로서 외관에 상당
히 공을 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대편 너른 터에 단층으로 지어진 동장대(東將
臺)가 ‘연무대(鍊武臺)’라는 일반적인 현판을 가지고 있었던 것에 비하여, 서장대
는 정조의 친필로 ‘화성장대(華城將臺)’라 쓰인 현판이 있었다. 을묘년 원행 당시 
정조가 군사 훈련을 지휘했던 곳도 서장대였다. 화성에서 가장 위계가 높은 전각 
중 하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183) 서장대는 정조가 행차한 을묘년 야간군사
훈련 광경을 담으며 화성 전체를 조망한 <연거도(演炬圖)>나 <서장대야조도(西
將臺夜操圖)>에서 가장 강조되어 표현된 중요한 전각이었다. 최상부에 일반적인 
팔작지붕을 두지 않고 합각이 없는 모임지붕을 적용한 것은 실용성 보다 새롭고 
이국적인 의장을 시도한 측면이 크다고 해석할 수 있다. 

(a) 뎡니의궤 <연거도> (b) 화성능행도팔곡병
<서장대야조도>

그림 4-23. 서장대 중심으로 그려진 화성의 대표 전경도
(출처: 경기관광포털)  

이러한 해석은 수원화성 축성에 중국 서적으로부터의 영향이 전반적으로 녹아
있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古今圖書集成은 1776년(정조 즉위년) 정조의 지시를 
받은 서호수(徐浩修, 1736~1799)가 북경에서 입수해 온, 총 5,020권으로 구성

183) 김동욱, 실학 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화성, 돌베개, 2002, 118~1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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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대규모 서적이다. 중국본 도서를 보관하던 개유와(皆有窩)에 소장되어 각신들
에게 제한적으로 열람되었는데,184) 알려진 바와 같이 정조는 초계문신 다산 정약
용(茶山 丁若鏞, 1762~1836)에게 이 장서에 포함된 기기도설(奇器圖說)과 
무비지(武備志)를 참고하여 수원화성의 초기 계획안을 만들 것을 명했고, 정약
용은 어제성화주략(御製城華籌略)을 작성하여 정조에게 바쳤다.185) 그동안 
고금도서집성과 화성의 관계에 대해서 성곽의 방어시설의 각 요소나 거중기(擧
重機)와 같은 기술적인 차원에 대한 내용이 주목되었지만, 화성에 지어질 목조건
축의 의장도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가장 유력한 화성 서장대는 당시 조
선에서 흔치 않았던 중층이면서 모임지붕이 적용되었다. 고금도서집성에는 강
희제(姜熙齊, 재위 1661~1722)가 지정한 승덕 피서산장(承德 避暑山莊)의 36경
의 판화가 실려 있다. 여기에는 피서산장의 자연 경관과 함께 건축물이 자세히 묘
사되어 있는데, 특히 ‘제15경 곡수하향(曲水荷香)’과 ‘제23경 향원익청(香遠益
淸)’에는 화성 서장대와 모습이 일치하는 정정(井亭)이 등장하고 있다.   

(a) 제15경 곡수하향 (b) 제23경 향원익청

그림 4-24. 강희36경의 모임지붕 중첨 정정
(출처: 《古今圖書集成圖集》編委會 編, 古今圖書集成圖集 11, 濟南 : 齊魯書社, 2006 ; Google)

184) 배우성, 독서와 지식의 풍경, 돌베개, 2015, 262~269쪽
185) 김동욱, 18세기 건축사상과 실천 –수원성-, 발언, 1993, 89~109쪽



주위퇴칸식(周圍退間式) 건축의 유형과 전개

- 162 -

물론 조선 후기 중국 건축의 전래가 고금도서집성을 통해서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18세기는 상류층을 중심으로 청의 문물에 대한 높아진 
사회적 분위기에서 비롯된 연행(燕行)과 연행록 집필, 중국 서화 수집 행위가 활
발한 시기였다.186) 중국풍 건축물이 그림으로 전래되어 널리 성행하였으리라는 
추정은 당대 민간 건축물의 모습을 담은 각종 회화를 통해서도 가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절병통을 얹은 모임지붕을 가진 단칸의 모정(茅亭)이 있다. 서울 도
성 주변 북악산과 인왕산 부근의 명승고택을 화폭에 담은 18세기의 작품에서 상
당히 흔하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겸재 정선(鄭敾, 1676~1759)의 <서원소정도
(西園小亭圖)>(1740)와 <서원조망도(西園眺望圖)>(1740), 정황(鄭榥, 1735∼
1800)의 <청풍계(淸楓溪)>(1791), 이수민(李壽民, 1783~1839)의 <하일주연
도(夏日酒宴圖)>(1819) 등이 있다.  또한 창덕궁 후원의 애련정(愛蓮亭, 1692), 
승재정(勝在亭, 1636), 능허정(1691), 태극정(太極亭, 1636), 소요정(1636), 경
복궁 후원의 오운정(五雲亭, 1867) 등과 같이 궁궐의 단칸 정자에도 중국풍 건축
을 구현하고자한 의도가 반영되었다고 보인다. 물론 기본적인 건축 형식으로서 
이를 꼭 중국건축의 영향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주지하듯 모임지붕
은 합각과 용마루가 없어서 부피가 작고 뚜렷한 정면성이나 방향성을 갖지 않는 
지붕형식이기 때문에, 소규모 모임지붕 정자를 배치하는 데에는 큰 고민이 필요
하지 않았을 것으로 짐작된다. 즉, 소규모 정자에서 모임지붕은 자연경관 어디에
나 어울리는 데에 손색이 없어 애용된 측면도 있었을 것이다.  

(a) 정선, <서원소정도>(1740), 개인 소장 (b) 정선, <서원조망도>(1740), 개인 소장

그림 4-25. 회화 속 1x1칸 규모의 모임지붕 모정 ①

186) 정은주, 조선시대 사행기록화 옛 그림으로 읽는 한중관계사, ㈜사회평론아카데미,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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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황, <청풍계>(1791) (b) 이수민, <하일주연도>(1819), 개인소장

그림 4-26. 회화 속 1x1칸 규모의 모임지붕 모정 ② 
(출처: Google ; 문화재관리국, 동궐도, 1991, 49쪽 재인용) 

(a) 농수정 (b) 소의정 (c) 애련정 (d) 청의정 (e) 태극정

그림 4-27. 창덕궁 후원 내 1x1칸 규모의 모임지붕 정자
(출처: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 10, 1930) 

한편, 1x1칸 규모에 적용되는 팔작지붕은 3량가인 경우와 5량가인 경우로 나누
어 살필 수 있다. 3량가의 팔작지붕은 모임지붕 위에 합각과 용마루를 추가하며 
조성된다. 대표적으로 조선왕릉의 전형적인 비각인, 측면이 단칸으로 구성된 ‘기
본형 비각’187) 사례를 들 수 있다. 기본형 비각은 주로 영조 연간에 농대(籠臺)와 

187) 조선왕릉에 세워진 42동의 비각은 크게 ‘기본형 비각’, ‘확대형 비각’, ‘주위퇴칸식 비각’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러한 왕릉 비각의 유형 분류에 대한 내용은 허유진·전봉희, ｢고종 연간 주위
퇴칸식 비각의 출현과 의의｣, 건축역사연구 29(2), 2020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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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작지붕 형상의 가첨석(加簷石)을 갖춘 표석(表石)이 연달아 세워지면서 집단적
으로 건립되었다. 이 기본형 비각은 대개 표석의 가로세로 비례에 따라서 간살이
가 정해졌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자면 정면이 측면보다 약간 길고 정방형으로 떨
어지는 경우는 흔치 않다. 따라서 모임지붕을 구성하는 데에 옥심주 대신 양 끝에 
왕지를 가진 짧은 종도리와 같은 부재가 사용하는데, 이 짧은 종도리를 지지하기 
위해서는 마찬가지로 양 측면 주심도리 중간에 올라타서 내부 중앙을 지르는 하
나의 대들보가 필수적이다.188) 왕릉 비각에서 특징적인 것은 이 대들보와 짧은 
종도리가 길이 방향으로 평행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합각을 구성하기 위해 모임
지붕과 비슷하게 서까래를 걸고 난 후 그 위에 덧서까래를 사용하였다.189) 

(a) 파주 영릉비각 횡단면도 (b) 파주 영릉비각 앙시도

그림 4-28. 1x1칸 규모의 3량가 팔작지붕 대표사례: 왕릉비각 
(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이렇게 왕릉 비각에 팔작지붕을 적용하게 된 것은, 민간에서 지어지는 비각에
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맞배지붕보다는 팔작지붕의 위계가 높다는 사회적 인식
이 반영되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이는 왕릉 정자각에서 팔작지붕이 좌절되고 
맞배지붕이 주류를 이루게 된 사실과 대조된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왕릉 정자각
에 팔작지붕을 적용하는 문제는 사치스럽다거나 품이 많이 든다는 이유로 반대된 
것이 아니라, 선자연이 빠지는 문제가 발생하는 등 내구성이 취약하다는 매우 실
용적인 이유로 반대되었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왕릉비각에 팔작지붕이 지
속될 수 있었던  까닭은 하자가 별로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

188) 이 대들보는 휘어지는 경우가 많고 위의 도면에서 ‘우미량’으로 표기되었는데, 보다 적절한 
명칭이 필요해 보인다. 

189) 정지원, 앞의 논문, 2012, 57~6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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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팔작지붕의 하자는 주로 추녀가 들리거나 선자연이 빠지는 대에서 발생하는
데, 모임지붕 위에 합각을 조성하기 위해 사용되는 덧서까래는 그 자체로 추녀의 
뒷초리를 눌러주는 역할을 한다. 모임지붕 모양을 유지하면서 덧서까래를 사용하
는 경우도 이와 비슷한 역할을 한다. 1x1칸 규모에서 모임지붕 위에 덧서까래로 
합각을 구성한 팔작지붕은 다른 규모의 팔작지붕보다 상대적으로 견고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3량가 팔작지붕 왕릉 비각은 총 36동이 있고, 이들의 측면 너비
는 최소 2.5m(明陵)에서 최대 3.1m(仁陵)에 분포하며 평균값은 2.7m이다.190) 

조선왕릉 비각과 같이 모임지붕 위에 덧서까래를 사용하여 팔작지붕을 조성하
는 1x1칸 규모의 사례는 1631년(인조9)에 중건된 순천 송광사 약사전(松廣寺 藥
師殿), 1796년(정조20)에 건립된 경주 집경전구유기비각(集慶殿舊遺基碑閣, 일
제강점기 소실)등과 같이 다포 형식도 해당한다. 이들의 측면 너비가 3m 이하로 
출목부에 해당하는 도리를 제외하면 모두 3량가로 보아도 무방한 수준이다. 내출
목도리가 있어서 추녀가 모이는 곳에 옥심주는 생략이 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 
평면 규모에서는 왕릉 기본형 비각과 큰 차이가 없지만 다포를 사용하였기 때문
에 초익공과 이익공이 쓰인 왕릉 비각보다는 높이가 좀 더 높은 편이다. 아래 사
진 속 집경전구유기비각은 용마루와 합각이 무너져 있는 모습이지만,  19세기로 
추정되는 <集慶殿舊基圖>와 1910년경 촬영된 또 다른 사진 통해 모임지붕이 아
닌 팔작지붕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a) 송광사 약사전 (b) 집경전구유기비각

그림 4-29. 1x1칸 규모의 3량가 팔작지붕 기타사례 
(출처: 평창한옥학교 자료실 ; Google) 

측면 너비가 3m 수준을 초과하면 1x1칸 규모에서도 5량가가 요구될 수 있다. 

190) 허유진·전봉희, 앞의 논문, 2020, 5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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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경북도 온성군에 있는 종성읍성 수항루(鐘城邑城 受降樓)는 1608년(광해군 즉
위) 중층 구조로 세워진 장대인데, 보기 드문 1x1칸 규모의 5량가 팔작지붕 사례
다. 1층 기준으로 정면 7칸, 측면 6칸 규모는 온칸물림이 두 번 반복되어 최상부
는 1x1칸이 되었다. 이 최상부의 측면 너비가 4m 이상으로 5량이 사용되었고 팔
작지붕이 조성되었다. 앞서 살펴본 3량가 팔작지붕일 때에는 좌우 주심도리 중간
에 대들보 1개를 걸쳤지만, 이처럼 5량가 팔작지붕일 때는 중도리가 있기 때문에 
앞뒤 주심도리 중간에서 2개의 대들보가 걸리고 그 상부에 외기도리를 포함한 중
도리 일체가 올라타는 방식이 적용되었다. 수항루에서는 중도리가 대들보 위에 
작은 보와 동자주 없이 직접 결구된 모습이다. 외기와 대들보의 거리가 충분히 가
까워 외기도리를 받치기 위한 별도의 덕량(德梁)은 쓰이지 않았고, 중도리가 외
팔보로 외기도리를 지탱하고 있다.    

(a) 종성읍성 수항루 종단면도 (b) 3층 천장

그림 4-30. 1x1칸 규모의 5량가 팔작지붕 사례
(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문화재해설집Ⅲ: 일반건축편, 2002, 153, 154쪽) 

수항루를 앞서 살펴본 또 다른 주위퇴칸식 장대인 수원화성의 서장대와 비교해
보자. 서장대는 2층 모임지붕이며 수항루는 3층의 팔작지붕이다. 우선 주위퇴칸
이 구조적인 목적 하에 동원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장대의 꼭대기 층에 얹힌 
지붕형식은 무엇을 의미할까? 서장대는 정조의 이상을 실현한 수원 화성을 구성
하는 상징적인 건축물이다. 실제 전투가 벌어진 역사가 없고 편액 자체도 ‘화성장
대’였다. 정조의 어필로 쓰였다는 것이 중요할 뿐이지 이름 자체에는 큰 의미가 
내포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수항루는 ‘오랑캐로부터 항복을 받은 누각’이라는 뜻
을 가지고 있다.  조선 중종(中宗) 연간 이전부터 실제 전투에 사용되어 온 종성
읍성 수항루는 원래 뇌천각(雷天閣)이란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데, 1608년(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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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에 여진족을 무찌른 것을 계기로 수항루로 개명되었다고 한다.191) 즉, 서장대
가 기획 단계부터 의도적으로 상징을 부여받아 특별한 의장을 취한 건물이라면, 
수항루는 방어시설이라는 목적에 충실할 뿐 기능적이고 평범한 의장을 취한 건물
이었다고 볼 수 있다. 여기서 의미하는 특별한 의장은 모임지붕이며, 평범한 의장
은 팔작지붕이다. 같은 정방형 평면인 구성읍성 남문(龜城邑城 南門)도 역시 최
상부에는 팔작지붕을 취했다. 한양도성과 수원화성을 제외하고 평양성의 대동문
(大同門)과 보통문(普通門), 전주읍성 풍남문(豐南門) 등 한반도의 성곽 시설에 
팔작지붕이 우세한 까닭은 지붕을 만들 때에 합각을 만드는 것이 합각을 두지 않
는 것보다 기술적으로 손쉽고 익숙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불탑에 있어서는 모임지붕과 팔작지붕의 입지가 바뀌어 나타난다. 고대부터 만
들어진 불탑의 전통은 최상층을 모임지붕으로 덮고 상륜으로 마무리 하는 것이었
다. 즉, 불탑에서는 모임지붕이 평범한 의장이 된다. 현존하는 목탑은 법주사 팔
상전(法住寺 八相殿)과 수많은 석탑과 금속탑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탑의 둘레
를 따라 예불을 드리는 의식을 고려하면 모임지붕은 상당히 적절해 보인다. 모임
지붕은 용마루와 합각이 없어 정면을 특정 하지 않는 특수한 지붕형식이기 때문
이다. 

하지만 탑돌이를 할 때에 전체적인 지붕 형상이 어디까지 인식되는가에 대하여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즉, 사방에 처마가 드리워지는 방식이 동일하다면 지붕에 
용마루와 합각이 있는지 없는지는 크게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 모임지붕
과 팔작지붕을 구분하는 용마루와 합각의 존재는 대상으로부터 일정 거리 이상을 
두고 있어야 알 수 있다. 그리고 멀리서 바라볼 때 용마루와 합각은 최상부 지붕
의 부피를 키우고 모임지붕일 때보다 좀 더 번듯한 건조물로 읽혀지게 한다. 또한 
앞서 3량가 팔작지붕 비각 사례에서 언급하였듯이, 합각을 조성하기 위해 씌워진 
덧서까래는 지붕 자체를 견고하게 만드는 장점도 지니고 있다. 

17-18세기 화순 쌍봉사 대웅전(和順 雙峯寺 大雄殿)의 지붕형식 변화는 이러
한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는 흥미로운 사례이다. 온칸물림 또는 반칸물림으로 양
분되던 중층 구조 유형에서 유일하게 벗어난 3층 목탑으로, 1628년(인조6) 중건
되었다.192) 1984년 화재로 소실되기 이전까지 쌍봉사 대웅전의 최상부는 팔작지

19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수항루｣
192) 신웅주‧박강철, ｢쌍봉사대웅전의 건축변화 고찰｣, 대한건축학회지회연합회논문집 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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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이었고, 오늘날의 쌍봉사 대웅전은 모임지붕이다. 1986년 복원 공사에 모임지
붕이 원형이라는 사실이 반영되었기 때문이다. 모임지붕에서 팔작지붕으로 변형
된 것은 1724년(경종4)으로 추정되고 있다.193) 변형된 배경과 이유를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용마루와 합각을 두어 지붕을 키움으로써 목탑을 보다 장대하게 꾸
미고 추녀를 단단하게 지지하는 견고성을 확보하고자 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a) 모임지붕 (b) 팔작지붕 (17~18세기 이후)

그림 4-31. 화순 쌍봉사 대웅전의 지붕형식 변화
(출처: 양태현 外2, ｢쌍봉사 대웅전의 조영에 관한 고찰｣, 건축역사연구 22(1), 2013 ; 伊丹潤 著, 李朝の建築, 

釜山 : 求龍堂, 1981)

이와 같이 1x1칸에서 모임지붕과 팔작지붕은 용도에 따라 편중된 경향을 보인
다. 정자와 불탑에서는 모임지붕이 우세하고, 비각과 장대에서는 팔작지붕이 우세
하였다. 정자에서 모임지붕이 우세한 이유는 실용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18세기 
유행한 중국적 정취를 의도한 측면도 짐작된다. 불탑은 고대로부터 내려져오는 
모임지붕 전통이 크게 자리하였다고 판단된다. 왕실 관련 비각에서는 팔작지붕이 
단연 우세하였으며, 비각에서 모임지붕은 문묘와 무묘와 같이 중국 제도를 따르
는 것이 당위를 갖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적용되었을 뿐이다. 성곽시설인 장대에
서도 모두 팔작지붕이 쓰였는데, 중국건축 조형에 영향을 받아 모임지붕으로 조
성된 화성 서장대는 특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x1칸 규모에서 팔작
지붕은 대개 3량가로 구성되었는데, 모임지붕의 틀 위에 덧서까래를 겹쳐 쌓아 

2010, 24~25쪽
193) 1962년 수리공사 당시, 1724년(경종4) 상량문이 팔작지붕의 종도리와 장여가 연접된 곳에서 

발견되었기 때문이다. -신웅주‧박강철, 앞의 논문, 2010, 26~2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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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각을 만드는 방식이었다. 재료적인 측면에서는 효율성이 떨어지지만, 덧서까래
로 합각을 만들면 모임지붕일 때보다 지붕이 커지고 추녀와 선자연을 단단하게 
고정시킬 수 있어 내구성이 뛰어난 장점을 지니기도 하였다. 이러한 장점은 모임
지붕 전통이 강한 목탑에서도 일부 팔작지붕이 나타나게 한 원인으로 추정된다.

4.2.2. 3x3칸의 모임지붕과 팔작지붕
3x3칸 사례에서는 모임지붕 대신 팔작지붕을 택하게 된 원인을 생각해볼 여지

가 그리 많지 않다. 1x1칸 사례에서는 모임지붕과 팔작지붕이 각 용도별로 분포
양상이 갈리는 현상에 기대어 모임지붕의 실용성과 이국적 취향, 팔작지붕의 의
장성과 견고성 등 여러 가지로 추정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3x3칸 사례에서는 팔
작지붕이 압도적인 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용도별로 팔작지붕과 모임지붕의 
선택 요인을 고찰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된다. 고종 연간 이전에 지어져 현존하는 
3x3칸 모임지붕 사례는 법주사 원통보전 뿐이다.

구조적 합리성 측면에서의 접근이 유일한 돌파구라고 생각된다. 쉽게 말해 모
임지붕이 팔작지붕보다 번거롭기 때문이라는 가설로부터 시작하는 것이다. 특히 
3x3칸에서 모임지붕 형성이 까다로운 이유는 장방형의 주위퇴칸식 건축에서 우
진각지붕이 형성되기 어려운 이유와 비슷하다. 주위퇴칸식 건축에서 팔작지붕의 
종도리 지지점은 측면 내주열에 두면 된다. 하지만 우진각지붕의 종도리 지지점
은 내주열보다 안쪽 어딘가에 확보해야 하는데, 앞서 개성 관음사 대웅전 사례에
서 보았듯이 측면 3칸 규모에서는 그것이 수월하지 않다. 주위퇴칸식 건축에서의 
모임지붕도 마찬가지다. 옥심주를 지지하기 위하여 별도의 구조부재가 요구된다. 
심지어 모임지붕은 간살이를 정방형으로 갖춰야하는 조건이 추가되기 때문에 우
진각지붕보다도 까다로운 지붕형식이라고 볼 수 있다.     

1647년(인조25)에 3x3칸의 주위퇴칸식 건축으로 중건된194) 법주사 원통보전
은 옥심주를 받치기 위해서 내주열에 놓인 도리 중간에 좌우로 대들보를 걸고 그 
위에 다시 앞뒤로 대들보를 걸었다. 이것은 1x1칸 모임지붕 사례에서 옥심주를 
받치는 방식과 동일한데, 대들보가 1개가 아니라 2개가 교차하고 있다는 점이 다
를 뿐이다. 이 차이는 간살이 크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법주사 원통보전의 

194) 문화재청, 법주사 원통보전 실측수리보고서, 2010, 8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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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주열 간살이는 약 4.1m이다. 고종 연간에 세워진 경복궁 동십자각(東十字閣)은 
내주열 간살이가 2.7m 정도이며 옥심주를 지지하는 대들보는 1개만 쓰였다.195) 
현존하는 칭경기념비전(稱慶記念碑殿)의 경우, 2012년 실측 당시 반자 안이 제외
되어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196) 내주 간살이가 약 3.7m이기 때문에 법주사 원통
보전과 같이 옥심주 지지용 대들보가 2개가 교차되어 쓰였을 것으로 예상된
다.197)   

(a) 도리평면도 (b) 횡단면도

그림 4-32. 법주사 원통보전의 모임지붕 구조 
(출처: 문화재청, 보은 법주사 원통보전 실측 수리보고서, 2010, 277, 284쪽)

5량가로 구성되는 팔작지붕으로서는 1x1칸일 때보다 3x3칸 일 때 좀 더 합리
적으로 구축될 수 있다. 특히 주위퇴칸을 갖게 되면 내주가 추녀 뒤초리를 직접 
지지하기 때문에 매우 안정적이고 견고한 구조가 만들어졌다. 1695년(숙종21) 
숙종의 어필비와 함께 세워진 인조별서유기비각(仁祖別墅舊遺基碑閣)은 가장 이
른 시기의 정방형 주위퇴칸식 비각이다. 중심부와 중심부를 둘러싼 퇴칸이 정방
형으로 3x3칸 구성을 이루며 5량가가 사용되었는데, 역시 왕실 비각의 상징인 팔
작지붕이 적용되었다. 주위퇴칸을 덮는 외쪽지붕과 중심부의 맞배지붕의 결합은 
1x1칸의 3량가 팔작지붕에서와 같은 서까래의 과한 중첩도 없고, 매우 효율적이

195) 문화재청, 경복궁 동십자각 실측조사보고서, 2010, 
196) 문화재청, 서울고종어극40년칭경기념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2
197) 칭경기념비전의 현재의 옥심주 구조를 조사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1903년 건립 당시의 원

형 여부인지는 별도의 판단 절차가 필요하다. 5장에서 기술하겠지만, 칭경기념비전은 1970년대 
말 교보타워 신축당시 전면 해체이건 되었고, 배희한은 이 칭경기념비전에 대하여 ‘지금은 새루 
했지만 그전에 있던 세종로 기념비각’이라고 구술하였기 때문이다(배희한, 이제 이 조선톱에도 
녹이 슬었네: 조선목수 배희한의 한평생, 뿌리깊은 나무, 1981, 40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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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합리적인 지붕구조이다. 훗날 홍릉(洪陵), 유릉(裕陵), 조경단(肇慶壇)에 세워
진 비각도 이와 같은 형식이 반복되었고, 의성 고운사 연수전(孤雲寺 延壽殿)에
서도 살필 수 있다. 이것은 반드시 정방형 평면에 국한된 것이 아니다. 장방형 평
면에서도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5량가 팔작지붕 구성 방식이다. 

(a) 앙시도 (b) 횡단면도

그림 4-33. 인조별서유기비각의 팔작지붕 구조 
(출처: 서울시 은평구, 서울 인조별서유기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20, 196, 195쪽)

내부 공간 기준에서 팔작지붕과 모임지붕의 장단점을 살피면, 팔작지붕이 모임
지붕보다 높은 천장고를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유리하다. 팔작지붕의 종도
리가 수평부재이기도 하고, 모임지붕에서는 중도리 높이에서 1개 또는 2개로 지
나가는 대들보를 가리기 위해 반자가 형성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팔작지붕
은 기둥의 높이를 크게 높이지 않고서도 실내 공간을 높게 가질 수 있다. 특히 기
둥 높이를 넘어서는 크기의 비석을 안치하는 경우에는 더욱 그렇다.    

한편, 내주가 없는 3x3칸 통칸형 평면에서도 팔작지붕이 우세한 것은 마찬가지
다. 앞서 살핀 바와 같이 간살이가 넓은 1x1칸 규모에서는 팔작지붕의 골격을 이
루는 중도리를 지지하는데 주심도리 위 앞뒤로 걸쳐진 두 개의 대들보가 쓰였다. 
내주 없는 통칸형의 3x3칸 규모에서도 이와 동일하다. 이때 대들보는 주심도리 
위가 아니라 비로소 기둥머리에 위치하여 정상적인 대들보가 되는 것이 다를 뿐
이다. 한국 전통목조건축에서 전근대시기에 내주 없는 3x3칸 규모로 지어져 팔작
지붕이 조성된 사례는 무수히 많지만, 모임지붕의 사례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
는다. 통칸형 모임지붕 사례로 조사되어 국내에 알려진 함흥성 구천각(咸興城 九
天閣)은 최근 발굴된 러일전쟁 직후에 촬영된 사진을 통해 그 원형이 원래는 주
위퇴칸식 건축이었음이 확인할 수 있다.198) 내주 없는 3x3칸 모임지붕이 등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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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20세기 후반부터인데, 이에 대해서는 5장에서 서술할 예정이다.
평안북도 구성시에 위치한 구성읍성 남문(龜城邑城 南門)은 1836년(헌종2)에 

중건되어 ‘진남루(鎭南樓)’라 하였고 한국전쟁으로 소실된 이후 1979년 다시 복
원한 것이다.199) 장대 건축 중에서 드물게 중층이 반칸물림으로 조성되었다. 읍
성의 정문으로서 제일 중시되었던 남쪽의 중층 문루에 반칸물림이 사용된 것은 
다른 사례에서도 많이 볼 수 있기 때문에 크게 특별할 것은 없다. 주요 진입로에 
위치한 성벽 위 건물의 위풍당당함을 표현하기에는 반칸물림이 온칸물림보다 적
합하기 때문이다. 구성읍성 남문을 주목하는 이유는 평면이 정방형이라는 점에 
있다. 중층이 반칸물림으로 구성됨에 따라 상층부도 하층과 마찬가지로 주위퇴칸
이 있는 3x3칸 규모이며, 모임지붕이 아닌 팔작지붕이 적용되었다. 그리고 하층
과 상층이 트여 있는 내부 공간의 천정에는 중심부에 우물반자가 조성되어 있으
므로 내부 공간에서의 의장은 모임지붕이었다고 하여도 크게 달라지지 않았을 것
이다. 팔작지붕이 적용된 배경에는, 물론 가장 익숙하고 효율적인 지붕구조라는 
점을 바탕에 두고 있겠지만, 합각과 용마루를 통해 확고한 정면성을 발산하며 위
용을 과시하고자 한 의도가 역시 크게 자리하였다고 보인다.  

(a) 구성읍성 남문 종단면도 (b) 하층 평면도 (c) 구성읍성 남문 내부

그림 4-34. 3x3칸 규모의 반칸물림 중층 전각 최상부 팔작지붕
(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문화재해설집Ⅲ: 일반건축편, 2002, 133, 135쪽) 

이상과 같이 3x3칸 규모의 정방형 주위퇴칸식 건축에서 팔작지붕이 보다 선호

198) 석지훈, ｢1천년전 유적이라는 북한 국보 구천각, 사실은 80년 된 건물이었다｣, Newstof, 
2020년 4월

199) 국립문화재연구소, 북한문화재해설집Ⅲ: 일반건축편, 2002, 13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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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이유를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3x3칸 규모에서는 중도리를 쓰는 5량가
가 일반적인데, 옥심주를 지지하는 별도의 구조가 필요한 모임지붕과 달리, 팔작
지붕은 기존 구조만으로 충분하여 보다 간편하다. 합각을 구성하는 것도 1x1칸일 
때보다 서까래의 겹침이 덜하여 효율적으로 구성할 수 있다. 또한 팔작지붕은 외
관상 정면을 바라보는 방향성이 뚜렷하고, 모임지붕보다 큰 부피를 가질 수 있으
며, 내부 공간을 기준으로도 반자를 치지 않을 경우 모임지붕일 때보다 상부에 공
간을 여유롭게 둘 수 있는 장점이 있다. 

4.3. 소결

주위퇴칸식 건축의 지붕형식은 주위퇴칸부와 중심부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주위퇴칸부의 지붕은 항시 추녀가 있으므로 고정적이다. 주위퇴칸이 둘러싸는 중
심부는 합각을 갖는지, 또는 추녀를 갖는지에 따라서 주위퇴칸식 건축의 전체 지
붕형식이 팔작지붕 또는 모임지붕으로 결정된다. 주위퇴칸부의 추녀는 주위퇴칸
의 너비와 연동되는 처마 돌출과 함께 그 크기가 한정되어 있는 편이며, 중심부의 
합각은 주위퇴칸의 너비와 큰 상관없이 크기 조절이 가능하다. 

방형 평면을 가진 전통목조건축물 사례 중에서 지붕형식과 규모의 분포를 살피
면, 팔작지붕은 단칸에서부터 정면 15칸, 측면 5칸까지 모두 분포하는데 비해, 우
진각지붕과 모임지붕은 매우 제한적이다. 우진각지붕은 측면 2칸인 경우에 집중 
분포되는 특이한 양상을 보이고, 모임지붕은 형태상 정방형 평면에만 분포하며, 
정면 3칸, 측면 3칸을 초과하는 사례는 나타나지 않는다. 주위퇴칸식 건축에서는 
대규모 지붕으로는 합각을 두는 팔작지붕이, 소규모 지붕으로는 합각이 없는 모
임지붕이 실용적인 측면에서 선택되었음을 짐작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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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평
면
형
태

폐쇄형 주위퇴칸식 건축 개방형 주위퇴칸식 건축

완전 폐쇄 불완전 
폐쇄 1~3면 개방

전면(全面) 개방
실내공간有 실내공간無

팔작지붕
정
방
형

인조별서구유기비각
홍릉 비각
유릉 비각

조경단 비각

- 선암사 원통전
보길도 세연정

평창 오대산사고
고운사 연수전

구성읍성 남문(중첨)
종성읍성 수항루
창경궁 함인정

모임지붕
정
방
형

법주사 팔상전(1x1)
법주사 원통보전 - - 봉암사 극락전(1x1) 화성 서장대(1x1)

표 4-2. 정방형 평면을 가진 주위퇴칸식 건축의 유형별 지붕형식 

모임지붕과 팔작지붕이 둘 다 가능한 선택지인 정방형 평면에서의 지붕형식 고
찰 결과는 팔작지붕에 대한 선호를 보다 분명하게 보여준다. 정방형 평면에서 팔
작지붕과 모임지붕의 분포 양상을 살피면, 1x1칸 규모에서는 모임지붕과 팔작지
붕이 용도별로 나뉘는 경향을 보이지만, 3x3칸 규모에서는 팔작지붕의 우세가 강
하게 두드러졌다. 정방형 평면이 3x3칸 규모로 주위퇴칸을 갖추게 되면 퇴주 위
에 주심도리를, 내주 위에 중도리를 두어 5량 구성이 손쉬워진다. 주위퇴칸을 따
라 처마를 형성하고 종도리를 올려 상부에 합각을 두어 팔작지붕을 만드는 일은 
구조적으로도 합리적이고 의장적으로도 만족스러울 만한 것이었기 때문에 선호되
었다. 이와 같이 추녀를 사용한 세 지붕형식 중에서 특히 팔작지붕에 대한 선호 
경향은 조선시대를 지배하였고, 장방형과 정방형의 주위퇴칸식 건축도 예외는 아
니었다.  

  



- 175 -

5장. 고종 연간 주위퇴칸식 건축의 
변화와 영향

 

5.1. 고종 연간 기념비 건축의 등장 
5.1.1. 연속된 궁궐 공사와 다양한 건축적 시도
5.1.2. 고종 연간 기념비 건축의 도성 내 입지

 

5.2. 주위퇴칸식 건축의 의장 다변화
5.2.1. 기존 권위 제고 방식의 총동원

5.2.2. 다각형 평면의 규모와 높이 확대 
5.2.3. 개방형 주위퇴칸의 기둥무리 형성 강화 

5.2.4. 개방형 주위퇴칸과 모임지붕의 결합

5.3. 고종 연간 주위퇴칸식 기념비 건축의 영향
5.3.1. 일제강점기 사료 속 주위퇴칸식 건축

5.3.2.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존립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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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소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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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고종 연간 기념비 건축의 등장

5.1.1. 연속된 궁궐 공사와 다양한 건축적 시도
5장에서 주위퇴칸식 건축의 의장 변화를 논의할 대상으로, 고종 연간(1863~ 

1907)에 지어진 특정한 주위퇴칸식 건축 5동을 제시하고자 한다. 주지하듯 고종 
연간은 외세가 물밀듯이 침투하는 특수한 시기였고 이 사례들은 정치적 혼란기를 
극복하기 위한 노력의 결과물이자 외세와 피지배층을 포함한 불특정 다수에게 보
이기 위한 드문 기념비(記念碑, monument) 건축이었다.200) 결론적으로 이 5동의 
기념비 건축은 전통적인 맥락에서 만들어진 주위퇴칸식 건축과 의장적으로 분명
하게 구분된다. 이 의장 차이를 고찰하기에 앞서, 이 5동의 사례가 등장하기 바로 
직전까지 궁궐을 중심으로 고급건축을 짓는 활동의 흐름과 각각의 사례가 지어지
게 된 목적 및 입지적 특성에 대하여 살필 필요가 있다. 

고종(高宗, 생몰 1852~1919)은 조선시대 임어(臨御)한 궁궐 수가 가장 많은 
왕 중의 하나다. 그가 임어한 것으로 확인되는 궁궐은 창덕궁(昌德宮), 경복궁(景
福宮), 경운궁(慶運宮)이다. 을미사변(乙未事變) 이후 러시아 공사관에서 지낸 1
년여의 공백을 기준으로, 이전 시기인 1863~1896년 2월초까지 창덕궁과 경복궁
을 수시로 왕래하며 지냈고, 그 이후 시기인 1897년 2월부터 1919년 1월 승하
(昇遐)까지 경운궁(덕수궁)에서 지냈다.  

고종은 재위 초기의 창덕궁 연경당(演慶堂)의 선향재(善香齋) 건립과201) 경복
궁 중건공사 이후부터 벌어진 모든 궁궐 공사를 주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 중
에서 특히 경복궁 북편의 건청궁(乾淸宮)과 양관(洋館) 관문각(觀文閣) 및 집옥
재(集玉齋) 일곽, 그리고 대한제국(大韓帝國)의 황궁(皇宮) 경운궁(慶運宮)은 그
의 의지가 강하게 투영된 된 공사였다. 고종 연간의 궁궐공사에는 근대화의 물결
에 힘입어 전통적인 건축에 더하여 중국풍과 서양풍의 이국적인 건축도 다양하게 
시도되었다. 

200) 전근대 시기에도 피지배층을 대상으로 위용을 과시하는 건축은 있어왔다. 대표적으로 도성의 
문루와 궁성의 문루, 대형 궁궐과 사찰, 관아의 여러 시설 등이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201) 연경당의 선향재(善香齋)는 동궐도에 등장하지 않는 이국적인 전각이다. 각종 기록을 종합하
면 1865년(고종2) 연경당을 수리하면서 지어진 전각으로 추정된다. -김지현, 조선시대 궁궐 
별전의 영건과 변천과정,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박사학위논문,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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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황궁 경운궁에는 신축 공사뿐만 아니라 화재로 인한 재건 공사도 비일
비재하였다. 1907년 고종의 퇴위로 경운궁은 덕수궁(德壽宮)이 되었으니 경운궁 
시대는 불과 10년인데, 그 짧은 기간 동안 총 3차례의 화재가 있었다. 1900년(고
종37) 선원전(璿源殿) 화재, 1901년(고종38) 수옥헌(漱玉軒) 화재, 그리고 
1904년(고종41)인 함녕전(咸寧殿)에서 시작되어 경운궁 전체를 훼손시킨 대화
재가 있었다. 매 화재 마다 재건 공사가 벌어졌다. 1900년 선원전 화재는 전각뿐
만 아니라 어진(御眞)까지 피해를 입어 대대적인 어진도사 작업이 함께 진행되었
다.202) 1902년 수옥헌 화재는 단층의 수옥헌(漱玉軒)을 2층의 중명전(重明殿)으
로 거듭나게 했다. 그리고 1904년 대화재로 경운궁 주요 전각들을 대개 예전 모
습으로 다시 지어졌는데, 중화전(中和殿)은 원래 모습인 중층이 아닌 단층으로 
재건되었다. 

이처럼 고종 연간에는 의욕적인 신축 공사와 화재로 인한 복구공사가 끊임없이 
반복되었다. 그는 이 과정에서 건축주로서의 다양한 경험을 축적하였고, 중국 또
는 서양식 건축과 같은 외래적 요소를 도입하는 일에도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
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례를 해당 궁궐 공사가 전개된 시간 순
으로 살피고자 한다.    

경복궁 중건은 270여년 만에 실행된 조선왕조의 위상 제고를 위한 숙원 사업으
로 신정왕후(神貞王后, 1808~1890)가 흥선대원군(興宣大院君, 1821~ 1898)에
게 권한을 넘기면서 본격화되었다. 이때 고종은 주도적인 입장을 가질 수 없는 
10대의 어린 나이였지만, 공사 과정에 대하여 10일마다 보고하기를 명하는 등 경
복궁 중건에 관심을 표명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승정원일기】 1867년(고종3) 8월 8일자

“궁궐을 짓기 시작한 지 어느새 3년이나 되었고, 이어(移御)할 날짜에 대해서도 성명(成命)이 

있었다. 궁궐을 짓는 일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별간역과 원역, 기술자들이 

그럭저럭 날이나 보내어 기한 안에 마치지 못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는 일률(一律)을 시행할 

것이다. 이러한 뜻으로 각별히 더 단속하여 일을 분담하여 거행하게 하라. 그리고 오늘은 어

떤 아문을 짓고 내일은 어떤 관사(官司)를 지었는지를 매 10일마다 보고하게 함으로써 조속히 

일을 마치도록 하라. 이런 내용으로 영건도감에 분부하라.”

202) 眞殿重建都監儀軌(1901), 御眞圖寫都監儀軌(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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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부터 얼마 되지 않아 고종은 경복궁과 창덕궁을 수차례 왕래하며 이어(移
御)와 환어(還御)를 반복하였다.203) 최초의 경복궁 이어 기간은 1867년 11월 
16~19일로, 완공된 근정전(勤政殿)과 수정전(修政殿)에 하루씩 친림하여 현장을 
격려하였다. 경복궁 중건공사가 마무리되어 정식으로 이어한 것은 1868년 7월의 
일이다. 승정원일기에는 한두 달 전쯤부터 이어와 환어 날짜가 택일(擇日)되고 
각종 예법과 절차에 대한 품의(稟議)에 대한 내용이 자세하다. 또한 1880년대 이
전에는 경복궁은 이어, 창덕궁은 환어로 표현하였던 것에서 1880년대 이후 경복
궁 환어와 이어, 창덕궁 이어로 바뀐 점이 주목된다. 경복궁 공사는 마무리 되었
지만 1870년대 초까지 도감(都監)은 해체되지 않았고 도성 문루 수리공사를 수
행하였다.204)

1873년(고종10) 고종은 친정(親政) 선언을 앞두고 경복궁 북편에 건청궁(乾淸
宮)를 짓는 공사를 추진하였다. 시작 무렵에는 이 공사를 그만두어야 한다고 신하
들이 만류하였지만, 고종은 탁지부(度支部) 예산이 아닌 내탕전(內帑錢)을 사용
하면서까지 건청궁 공사를 강행하였다.205) 이렇게 고종의 정치적 자립을 상징하
는 건청궁은 1875년 5월경 완공되었다. 건청궁은 크게 고종의 거처인 장안당(長
安堂) 영역과 명성왕후의 거처인 곤녕합(坤寧閤) 영역으로 구성되었다.

장안당은 당시 고종의 대외활동이 벌어지는 주요 공간이었고, 장안당의 대청은 
각국 공사들에게 영어로 리셉션홀(reception hall)이라고 기록되었다.206) 그러한 
장안당 바로 뒤에 그의 어진이 봉안된 관문각(觀文閣)이 있었다. 관문각은 고종
의 어진(御眞)과 책보(冊寶)를 보관하는 전각이었다.207) 재임 중의 왕의 어진을 
제작하는 일은 숙종 연간부터 시작되어 영조와 정조, 그리고 고종에게 계승되었
203) 승정원일기를 통해 파악할 수 있는 경복궁 이어와 창덕궁 환어 날짜는 다음과 같다. 1차 

경복궁 이어(1867-11-16) → 창덕궁 환어(1867-11-19) → 2차 경복궁 이어
(1868-07-02) → 창덕궁 환어(1873-12-20)→ 3차 경복궁 이어(1875-05-28) → 창덕궁 
환어 (1877-03-10) → 4차 경복궁환어/이어(1882-8-16) → 창덕궁 이어(미확인) → 5차 
경복궁환어/이어 (1885-01-17) → 창덕궁 이어(1894-04-03) → 6차 경복궁 환어
(1894-05-24).

204) 고종실록 1868년(고종5) 9월 7일 1번째기사
205) 고종실록, 1873년(고종10) 8월 19일 2번째 기사 ; 유홍준·김영철, 건청궁, 찬란했던 왕조

의 마지막 기억, 눌와, 2007, 23~25쪽
206) 한국왕비살해 일건 제2권에 수록된 배치도 참조 (문화재청, 경복궁 건청궁 중건보고서

2006, 123쪽 재인용)
207) 1875년 9월, 고종은 수정전(修政殿)에 있던 그의 어진과 책보를 관문각으로 옮길 것을 명했

다. 이때 어진이 이안됨을 계기로 관문당(觀文堂)이 관문각(觀文閣)으로 개칭되었다. - 고종
실록, 1875년(고종12) 9월 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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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궁궐에서 재임 중인 왕의 어진을 봉안한 전각과 그 주변은 왕의 주된 집무
처이자 왕정의 상징이었다. 이는 선왕의 어진을 봉안하고 정기적으로 다례(茶禮)
를 올리는 진전(眞殿) 또는 선원전(璿源殿)과 차이가 있다. 정조에 대한 계승 의
식이 투철하였던 고종은 실제로 어진 봉안각인 관문각이 있는 이 건청궁 일대를 
조성하는 일이 창덕궁의 주합루(宙合樓)와 서향각(書香閣)208)을 본받은 것임을 
직접적으로 밝힌 바 있다.209) 그리고 건청궁 공사가 진행 중이던 1873년(고종
10) 12월부터 창덕궁에 임어하여 서향각에서 자신의 어진을 도사하는 등210) 정
조가 주합루 일대를 사용하던 방식을 그대로 따르며 지냈던 것으로 추정된다. 그
리고 건청궁이 완공된 1875년(고종12) 5월 경복궁으로 이어하였다.  

그림 5-1. 경복궁 내 집옥재 일곽과 건청궁 위치도
(출처: 국립문화재연구소, 북궐도형, 2006 위 재작도) 

건청궁이 완공된 이듬해인 1876년(고종13) 11월, 경복궁에 큰 화재가 발생하
여 교태전(交泰殿)과 강녕전(康寧殿)을 비롯한 830여 칸의 내전 영역이 큰 손실
을 입었다.211) 당시 고종은 건청궁에 머물고 있었으므로 거처에 큰 문제가 생긴 

208) 1776년 정조의 명으로 세워진 서향각은 원래 주합루에 봉안한 어진을 임시로 모시기 위한 
이안각(移安閣)으로 지어졌으나 주로 각종 어제와 어필을 절기마다 포쇄(曝曬)하거나 정조가 
독서를 위해 즐겨 찾으며 신하들을 접견하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정조는 1781년과  1791년 두 
차례 모두 서향각에서 어진을 도사하였다.- 역사건축기술연구소, 우리 궁궐을 아는 사전 : 창
덕궁_후원_창경궁, 돌베개, 2015, pp.246-247 ;  정조실록 1781년(정조5년) 9월 16일 ; 
승정원일기 1791년(정조15년) 9월 22일 ; 정조실록 1791년(정조15년) 9월 28일

209) 고종실록, 1873년(고종10) 8월 19일 2번째 기사
210) 고종실록, 1874년(고종11) 9월 30일 1번째 기사, 10월 1일 1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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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은 아니었다. 이듬해 1877년(고종14) 3월 창덕궁으로 이어한 이후 1880년(고
종17) 자신의 어진(御眞) 도사처와 봉안처로 사용하던 서향각(書香閣)을 수리하
였고,212) 1881년(고종18) 수정전(壽靜殿)을 수리하여 함녕전(咸寧殿)으로 개칭
함과 동시에 함녕전의 동별당인 연복당(衍福堂), 서별당인 협길당(協吉堂), 남별
당인 정선당(正善堂), 북별당인 자순당(資順堂)을 새로 지었다.213) 

전통목조 건축물이었던 관문각이 최초의 궁중 양관(宮中洋館)으로서 3층 규모
의 조적식 구조로 재건된 것은 1891년(고종28)이다.214) 양관이 되어도 관문각이
라는 전각명을 유지한 것으로 보아 어진 봉안각의 용도를 지속하고자 하였음을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고종의 어진은 관문각이 아니라215) 관문각 완공 직전에 
창덕궁에서 건청궁 서편으로 옮겨온 창덕궁 함녕전의 북별당 집옥재(集玉齋)에 
봉안되었다. 

그림 5-2. 경복궁 양관 관문각(1891년 신축)과 집옥재(1891년 이건)

211) 경복궁(景福宮)에 화재가 일어났다. 【교태전(交泰殿), 인지당(麟趾堂), 건순각(健順閣), 자미
당(紫薇堂), 덕선당(德善堂), 자경전(慈慶殿), 협경당(協慶堂), 복안당(福安堂), 순희당(純熙堂), 
연생전(延生殿), 경성전(慶成殿), 함원전(含元殿), 흠경각(欽敬閣), 홍월각(虹月閣), 강녕전(康
寧殿)이다.】 830여 간이 연달아 불길에 휘감겼다. 화재가 갑자기 일어났으며 불기운이 매우 빨
랐다. 순식간에 여러 전각(殿閣)이 몽땅 재가 되었으며, 열조(列朝)의 어필(御筆)과 옛 물건은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대보(大寶)와 세자의 옥인(玉印) 외에 모든 옥새와 부신(符信)이 전부 
불탔다. -승정원일기, 1876년 11월 4일자

212) 승정원일기, 1880년 11월 3일
213) “수정전(壽靜殿)의 이름을 함녕전(咸寧殿)으로, 동별당(東別堂)의 이름을 연복당(衍福堂)으

로, 남별당(南別堂)의 이름을 정선당(正善堂)으로 써서 내려 보냈다.” -고종실록 1881년(고
종18) 7월 22일 1번째 기사 ; “무위소가 함녕전 서별당ㆍ북별당의 당호 단자를 올렸는데, 서별
당은 협길당(協吉堂), 북별당은 자순당(資順堂)이었다.” -승정원일기 1881년 8월 2일자 ; 김
지현, 앞의 논문, 2016, 152쪽

214) 승정원일기에는 관문각이 1891년 8월(승정원일기, 1891년 8월 12일)에 완성되었다는 
기록 이전에, 1888년 2월에 착공부터 상량까지의 기록이 있다(고종실록, 1888년 2월 13일). 

215) 1860년대부터 1890년대까지의 승정원일기에는 어진 봉안처에 대한 정기적인 봉심 기록이 
잘 남아있는 편인데, 관문각은 봉심 기록도 없을뿐더러 1891년 12월 공사 관련 종사자들을 시
상한 내용을 끝으로 더 이상 등장하지 않는다. -승정원일기, 신묘년(1891) 12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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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집옥재 일대는 을미사변 직전까지 경복궁에서 마지막 왕정의 중심지가 
되었다.216) 집옥재 영역은 총 3개의 건물로 이루어져있다. 가운데의 집옥재, 동편
의 협길당, 서편의 팔우정(八隅亭)이 남향으로 나란히 놓여 복도각으로 이어진 
형태이다. 이중 집옥재와 협길당은 창덕궁 이어 시기에 함녕전의 별당으로 조성
하였던 북별당과 서별당을 각기 옮겨온 것이었고, 팔우정은 신축건물이었다.217) 
협길당과 팔우정 사이를 잇는 집옥재는 벽돌로 쌓은 측벽과 도리뺄목이 거의 없
는 중국 경산식(硬山式) 맞배지붕, 고복형(鼓腹形) 초석 등 청대 건축으로부터 
크게 영향을 받은 전각이었다. 

이러한 중국풍 건축은 이미 창덕궁에 다수 있었다. 이와 같은 사실은 <동궐
도>를 통해서도 확인되는데, 대표적으로 수방재(漱芳齋)가 있다. 수방재는 궁궐
지 등장하지는 않아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없지만, <동궐도>에 묘사된 모습으
로 중국풍 경산식 지붕을 가진 전각이었음이 분명히 확인된다. 1865년(고종2)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되는 선향재(善香齋)도 마찬가지다.218) 선향재는 경산식 지붕 
뿐만 아니라 전면에 독특한 차양이 있어 연경당 일대에서 가장 이국적인 전각으
로 잘 알려져 있다.   

그림 5-3. 창덕궁의 경산식 전각: 수방재와 선향재
(출처: 문화재관리국, 동궐도, 1991 ; Google)

216) 이 기능은 원래 양관 관문각에서 수용할 계획이었다고 예상된다. 고종이 집옥재를 이건하라고 
명한 것이 1891년 7월 13일인데, 이는 양관 관문각이 완공되기 불과 한 달 전이다. 아마도 관
문각의 설계자이자 공사 책임자였던 러시아 건축가 사바친과 별간역 현흥택(玄興澤) 사이의 갈
등이 관문각 공사 진행에 문제를 일으켰고(김태중, ｢개화기 궁정건축가 사바찐에 관한 연구 – 
고용경위와 경력 및 활동환경을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2(7), 1996 참조), 결국 창
덕궁 함녕전의 북별당과 서별당을 이건하는 쪽으로 우회하였다고 짐작된다. -허유진 · 전봉희, 
｢덕수궁 정관헌(靜觀軒)의 원형, 용도, 양식 재고찰｣, 건축역사연구 27(3), 2018

217) 김지현, 앞의 논문, 2016, 153쪽 ; 문화재청, 경복궁 집옥재 수리조사보고서, 2005, 91쪽
218) 김지현, 앞의 논문, 2016, 151-152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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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
경복궁 창덕궁

임어기간 건축활동과 사건 임어기간 건축활동과 사건

1863

1864

1865 10월 광화문 완성 선향재 건립(추정)

1866 6월 동서십자각 완성

1867 11월 16일 6월 수정전 상량
11월 근정전, 수정전 친림

11월 19일

1868 7월 2일 정식 이어
9월 8일 도성 문루 수리 명함

1869

1870

1871

1872

1873 12월 20일

1874

1875 5월 28일 5월 건청궁 완공
장안당, 곤녕합, 관문당

1876

11월 대화재 
교태전, 인지당, 건순각, 자미당, 
덕선당, 자경전, 협경당, 복안당, 
순희당, 연생전, 경성전, 함원전, 

흠경각, 홍월각, 강녕전 830여 간 
소실

11월 창덕궁, 창경궁 수리 명함

1877 3월 10일

1878

1879

1880 9~11월 서향각 수리

1881
7월 수정전을 함녕전으로 개칭
8월 함녕전 동서남북 별당 상량

11월 함녕전 일대 화재

1882 8월 16일 3월 함녕전 일대 재건
6월 함녕전 역사 정지

표 5-1. 고종 연간 전반기(1863~1896)의 경복궁과 창덕궁의 건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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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96년(고종33) 고종은 러시아공사관에 머물며 경운궁을 수리를 명하며 경복
궁을 대신할 새로운 법궁을 조성하였고, 1897년 2월 경운궁으로 환어하였다. 환
어 초기에는 중층 구조의 정전 중화전은 아직 완성 이전이었기 때문에 즉조당(卽
阼堂)을 임시 정전으로 사용하였다. 그 해 10월 경운궁 맞은편에 조성한 환구단
에서 제천의식과 함께 대한제국을 선포하였다.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경운궁에
는 1900년 선원전 화재, 1901년 수옥헌 화재, 그리고 1904년 경운궁 화재가 발

연도
경복궁 창덕궁

임어기간 건축활동과 사건 임어기간 건축활동과 사건

1883 1883~1884년 
창덕궁 이어 시기 미확인1884

1885 1월 17일 1월 서향각과 주합루의 어진‧책보 
관문각에 봉안함

1886

1887

1888
1월 관문각 재건 위해 어진을 

장안당에 봉안.
4월 관문각 상량

1889

1890

1891
7월 보현당 수리와 집옥재 이건을 

명함
8월 양관 관문각 완공

함녕전 서별당, 북별당 등 여러 
전각을 경복궁으로 이건

1892

1893

4월 집옥재에서 영국 공사 접견 
8월 집옥재에서 오스트리아 공사 

접견 
9월 가회정 어진을 협길당에 이봉

1894 5월 24일 4월 3일

1895 8월 을미사변

1896

2월 고종과 왕태자 러시아공사관 
이어, 왕태후와 왕태자비 경운궁 
이어. 경운궁과 경복궁 수리 명함

7월 빈전과 진전의 열성조 어진과 
집옥재 어진을 경운궁 별전으로 

이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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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하여 많은 전각이 소실되었다. 선원전과 수옥헌 화재 시에는 거처에 큰 문제가 
없었지만, 1904년 경운궁 화재 때에는 수옥헌으로 이어하였다.  

그림 5-4. 경운궁 내 중화전과 함녕전 영역 주요전각 위치도 
(출처: 장서각소장 덕수궁평면도(1907년경) 위 재작도, 적색: 중국풍 경산식 전각 / 녹색: 서양식 전각) 

연도
경운궁 영역 수옥헌(중명전) 영역

임어기간 건축활동과 사건 임어기간 건축활동과 사건

1896 경운궁 수리 명함

1897

1월 19일 5월 경복궁 만화당 이건
6~8월 함녕전, 보문각 상량. 별당 

어진 보문각으로 이봉
10월 환구제(圜丘祭) 거행

1898 6월, 9월, 함유재 회동

1899
6월 단층 수옥헌 완공

11월 일본 공사와 러시아 공사 
구성헌에서 접견

1900

윤8월 선원전 화재
12월 태조 준원전본 어진 

정관헌에,219) 열성조 진전본 
중화전에 봉안 명함

1901
1월 보문각 수리, 어진 문화각 이봉

7월 문화각 어진 흠문각 이봉
중화전영건도감 설치

10월 화재
수옥헌, 문화각 소실

표 5-2. 고종 연간 후반기(1897~1907)의 경운궁에서의 건축활동
(음력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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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04년(고종41) 4월 14일(음력 2월 29일) 함녕전 아궁이에서 시작된 경운궁 
대화재는 가정당(嘉靖堂), 돈덕전(惇德殿), 구성헌(九成軒)과 정관헌(靜觀軒), 
수인당(壽仁堂) 일곽을 제외한 모든 곳을 불태웠다.220) 함녕전과 중화전, 석어당, 
즉조당 등 주요 전각 재건공사가 진행되었고 이 공사과정을 기록한 경운궁중건
도감의궤(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6)에는 경운궁 내 세워진 중국풍 전각 2동의 
모습이 담겨있다. 바로 함유재(咸有齋)와 흠문각(欽文閣)이다. 이 도설의 함유재
와 흠문각도 다른 전각들과 마찬가지로 화재 이전 모습을 그대로 재건하였을 것
으로 추정된다. 특히 함유재는 국가기록원 소장의 덕수궁원안(德壽宮原案)
(1915)221) 에 실측조사된 평면도가 남아있다. 경산식 전각의 실내 공간 구성을 

219) 승정원일기｣ 1900년(고종37) 12월 21일(1901년 2월 9일)자에 의하면 이안을 거행할 날짜
는 1901년 정월 10일(1901년 2월 28일)이었다. 그런데 관보 1901년 2월 26일자 조칙에 의
하면, “태조고황제영정 준원전본 이안을 정관헌에서 경운당으로 개서하라”고 하였다. 이는 정관
헌이 경운당으로 명칭이 바뀐 것이 아니라, 어진 봉안처가 정관헌에서 경운당으로 변경되었음을 
의미한다. 경운당은 당시 즉조당 서쪽, 즉 지금의 준명당 자리에 있었던 또 다른 전각이다. 
1901년(고종38) 명헌태후의 71세를 기념하는 진찬 의식을 기록한 進饌儀軌)에 ｢경운당도｣가 
남아있다. -허유진 · 전봉희, 앞의 논문, 2018

220) “병신년(1896)에 이어하였을 때에는 오로지 즉조당(卽阼堂) 하나뿐이었다. 지금은 몽땅 불탔
지만 가정당(嘉靖堂)·돈덕전(惇德殿)·구성헌(九成軒)이 아직 온전하게 있는 만큼 그때에 비하면 
도리어 낫다.” -고종실록, 1904년 4월 14일 ; 경운궁 대화재 피해 규모는 ｢더코리아 리뷰
(The Korea Review)｣(1904)에 수록된 헐버트의 경운궁 배치도를 통해서 상세한 파악이 가능
하다. 건물 외곽선 내 두 줄의 빗금 표시가 화재 피해를 입지 않은 전각을 뜻한다

221) 1915년 궁내부 이왕직이 덕수궁 중심권역 약 166채의 건축물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이다. 
2016년 학계에 본격적으로 소개된 이후(장필구, ｢1915년 덕수궁 실측자료의 기초 분석–국가기

연도
경운궁 영역 수옥헌(중명전) 영역

임어기간 건축활동과 사건 임어기간 건축활동과 사건

1902 5월 중화전 즉조당으로 개명
11월 중화전영건도감 완역 수옥헌 재건 후 중명전으로 개칭

1903

1904
2월 함녕전 대화재

함녕전, 중화전, 즉조당, 석어당과 각 전각 소실

3월 경운궁중건도감 시역

2월 29일 흠문각 어진을 준명전에, 
경효전을 준명전 서쪽 행각에 

이봉

1905 수옥헌 미국 공사 접견
11월 을사늑약

1906 3월 경운궁중건도감완역 3월 일본 통감 접견
12월 중명전 황태자비 간택

1907 3월 준명당에서 영친왕 부인 간택 8월 황태자 구성헌 출어/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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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세히 보여준다. 전퇴와 후퇴가 있고, 가운데는 대청이, 양 옆에는 온돌방이 위
치하고 있다. 이와 같이 실내 공간 구성은 전통적인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림 5-5. 경운궁의 경산식 전각: 함유재와 흠문각 
(출처: 경운궁중건도감의궤, 1906)  

그림 5-6. 1915년 경운궁 함유재 실측평면도 
(출처: 문화재청, 덕수궁원안 번역 및 해제 보고서, 2017, 479쪽 위 재작도) 

한편, 대화재 이전 정관헌과 함유재 사이에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 흠문각은 
1901년(고종38) 7월부터 고종의 어진을 봉안하였는데, 1904년 대화재 이후 재
건 공사시 중명전(重明殿)의 북서편으로 옮겨졌다. 전각명과 어진 봉안처라는 용
도가 유지되는 것으로 보아 형태나 규모는 화재 이전의 양상과 큰 변화가 있었다

록원 소장 덕수궁원안을 대상으로｣,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2016) 문화재청, 
덕수궁원안 번역 및 해제 보고서(2017)가 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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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보이지는 않는다. 장서각 소장 <덕수궁 평면도>에 그려진 흠문각 옆의 수풍
당(綏豐堂)도 함유재와 흠문각과 동일한 경산식 전각이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
풍당은 이후 명성왕후의 혼전이 되어 경효전(景孝殿)으로 사용되었다. 이와 같이 
경운궁의 함유재, 흠문각, 그리고 수풍당은 경산식 건축의 외관을 가지고 있었고, 
이는 창덕궁 시기부터 익숙했던 중국풍 건축을 그대로 계승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5-7. 경운궁 내 수옥헌(중명전 영역) 주요전각 위치도 
(출처: 장서각소장 덕수궁평면도(1907년경) 위 재작도, 적색: 중국풍 경산식 전각 / 녹색: 서양식 전각) 

경운궁에서 가장 새롭고 이국적인 건축은 서양의 조적조로 지어진 양관(洋館)
들이었다. 1897년부터 1903년까지 정관헌(靜觀軒), 환벽정(環碧亭), 돈덕전(惇
德殿), 구성헌(九成軒), 수옥헌(漱玉軒 1902년 재건 이후 중명전(重明殿)으로 
개칭)이 건립되었다.222) 

경운궁 양관의 실내 공간 구성은 전통적인 방식과 전혀 달랐다. 중국풍 경산식 
전각에서는 좌우에 온돌방이 있고 그 사이 대청이 놓인 전통적인 공간 구성 방식
을 유지하였지만, 이 양관들의 공간은 가운데 복도가 놓이고 각 실이 대칭을 이루
며 배치되었다. 각 실의 난방은 라지에이터를 사용하였으며 바닥에는 카페트를 
깔거나 리놀륨 마감을 하였고, 건물 내에 양변기와 욕조, 세면대가 설치되었으며 
유리창이 있는 세로로 긴 창에 서양식 커튼을 치고 전구가 설치되는 샹들리에 조

222) 윤일주, 한국양식건축80년사, 야정문화사, 1966 ; 우동선, ｢경운궁의 양관들 : 돈덕전과 석
조전을 중심으로｣, 서울학연구 40(4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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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기구를 사용하였다.223)

그림 5-8. 1915년 경운궁 정관헌 실측평면도 
(출처: 문화재청, 덕수궁원안 번역 및 해제 보고서, 2017, 477쪽 위 재작도) 

경운궁 양관들은 실내 공간 구성보다도 외관으로 드러난 모습 자체가 더욱 중
요한 비중을 차지한다. 이국적이고 높은 건축물들이 도성 내 경관 요소로서 드러
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근대기 정동 일대를 촬영한 여러 사진 기록을 살피면, 
돈덕전과 구성헌, 중명전이 주변의 영국공사관과 러시아공사관, 프랑스공사관의 
이국적인 건축물들과 함께 등장하여 새로운 양식의 건축 집합소와 같은 전경을 
펼치고 있다. 경운궁 중심 영역의 후방에 위치한 단층 양관인 정관헌 마저도 영국 
공사관 부지로부터 내려온 산줄기 위에 자리 잡아 궁궐 밖에서도 잘 보였다. 외관
이 확인되는 돈덕전, 중명전, 정관헌, 구성헌,224) 그리고 1910년에 완공된 석조전
까지 포함하면 하나의 공통점이 나타나는데, 모두 베란다(veranda) 또는 포치
(porch)가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225) 

223) 이상의 내용은 덕수궁원안(1915)에서 경운궁의 양관 중 유일하게 조사대상으로 포함된 정
관헌에 대한 내용이다. 다른 양관들에서도 일반적으로 적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24) 환벽정은 수옥헌 영역의 흠문각과 수풍당 북편에 있었다. 아직까지 환벽정이 찍힌 사진은 발
견되지 않았다. 환벽정은 고궁박물관에 소장 중인 현판(懸板)만이 전할 뿐, 외관이 어떠하였는
지는 자세히 알 수 없다.  

225) 서양건축에서 내부와 외부 공간 사이 공간을 지칭하는 용어는 여러 가지가 있다. 지상층에 있
어 주출입구와 동선이 겹치면 포치(porch, full-width porch)라 불렀고, 2층에만 있으면 베란다
(veranda)라고 불렀다. 이탈리아 건축에서 포치는 로지아(loggia)라고도 했다. -Cyril M. 
Harris, Dictionary of Architecture and Construction, 4th ed, New York: McGraw-Hil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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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덕전은 외국 사신을 접대하는 연회장으로서 서구 열강과 대등한 지위를 상징
하고자 했던 대규모 양관이었다. 미국공사관과 영국공사관 사이 해관 자리에 
1903년 어느 시점에 완공된 것으로 추정된다.226) 1907년 순종의 즉위식 거행된 
덕분에 간가도(間架圖)227)와 외부에서 근접 촬영한 사진이 전하고 있다. 베이윈
도우(bay window)를 제외하고 전후좌우면에 대부분 유리창이 설치된 포치(베란
다)가 있었다. 

구성헌은 1899년 7월 이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된다.228) 1899년 11월 고종
은 이곳에서 일본 공사와 러시아 공사를 접견하였다.229) 구성헌은 1907년 이후
에 황태자의 거처로 사용되다가,230) 석조전 건립이 추진되면서 헐리게 되었다. 
1904년 경운궁 대화재 이전 중층 중화전과 함께 찍힌 사진 속 희미한 모습을 통
226) 문화재청, 덕수궁 돈덕전 복원 조사연구, 2016, 101쪽
227) 2종이 전한다. ①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대황제폐하즉위예식의주(大皇帝陛下卽位禮

式儀註), 1907년 ②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법규유편 (法規類編), 1908년
228) 궁내부안5책 1899년 7월 11일자
229) 고종실록 1899년(고종36) 11월 14일 1번째기사
230) 승정원일기, 1907년 8월 21일자 4번째 기사

(a) 간가도+발굴조사현황도 (b) 복원평면도

그림 5-9. 돈덕전의 포치(베란다)
(출처: (左) 문화재청, 덕수궁 돈덕전지, 2018, 186쪽 (右) 문화재청, 덕수궁 돈덕전 복원조사연구, 2016, 

28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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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전면에 베란다가 있는 2층 양관임을 알 수 있다. 

그림 5-10. 돈덕전과 구성헌의 추정입면도
(출처: 윤일주, 한국양식건축80년사, 야정문화사, 1966)

수옥헌은 현존하는 중명전(重明殿)의 옛 이름이다. 수옥헌은 1899년(고종36)
경 단층으로 지어졌는데,231) 1901년(고종38) 11월 화재로 소실되었고,232) 1902
년 중층으로 재건되었고 1906년 이후 중명전으로 개칭되었다. 화재 전후의 수옥
헌을 비교하는 일은 주위퇴칸에 대응하는 서양건축의 공간이 형성하는 대표적인 
방식을 살필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단층일 때와 중층일 때나 3면에 포치
를 두르고 있는 양상은 동일하나, 포치를 구성하는 구조 방식에 차이가 있다. 
1901년(고종37) 화재 이전의 모습은 조적조의 중심부가 있고 이와 별도로 주변
에 목조부가 둘러싼 겹지붕의 단층 건물이었다. 화재 이후에는 2층으로 규모가 
확장되었고 단일한 지붕 아래에 포치가 수용되었다. 조적조와 트러스 구조로 인
하여 처마가 크게 돌출되지 않았을 뿐, 개방형 주위퇴칸식 건축과 상당히 흡사하
다. 즉, 전자는 중첨 차양칸이 있는 주위퇴칸식 건축에, 후자는 단첨 퇴칸이 있는 
주위퇴칸식 건축에 대응한다고 볼 수 있다. 단, 단첨 퇴칸은 내주열에서 중심부 
지붕과 주위퇴칸부 지붕이 구분 가능했지만, 단일한 트러스 지붕구조는 그 구분
이 어려운 차이가 있다.

231) 독립신문 1899년 6월 12일자 ｢잡보: 대관졍 거동｣ 기사에 ‘미국공관 옆 새롭게 성조한 벽
돌집’이라는 간접 묘사가 등장한다. “황샹 폐하셔 그졋긔 오젼 十一시 반에 공동 대관졍 덕국 
친왕 샤쳐에 거동 셧다가 환궁 신 후에 덕국 친왕을 미국 공관 엽헤 새로 셩죠 벽돌집
으로 영졉 야 오후 셰시에 연향 신다더라.”

232) 고종실록 1901일 11월 16일자(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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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층 평면도 (b) 횡단면도

그림 5-11. 덕수궁 중명전 현황도
(출처: 문화재청, 덕수궁 중명전 복원보고서, 2008 재가공) 

(a) 단층 수옥헌 (b) 재건된 2층 수옥헌(중명전)

그림 5-12. 그림 5-12. 단층 수옥헌과 재건된 2층 수옥헌(중명전) 
(출처: 배재학당역사박물관 ; 문화재청, 덕수궁 중명전 보수복원 보고서, 2009) 

정관헌은 전통목조건축과 서양식 건축을 통틀어 덕수궁에서 가장 오래된 건물
이다. 처음에 단층으로 지어진 수옥헌과 유사한 구조 방식을 가지고 있는데, 역시 
포치가 3면을 둘러싸고 조적조로 된 중심부와 이를 감싸는 목조 주변부가 서로 
별개의 지붕을 갖고 있다. 다만 조적조로 된 중심부 지붕이 전체적으로 모임지붕
에 가까운 수옥헌과 다르게 팔작지붕과 유사한 형태라는 점이 다르다. 이러한 형
태는 서양에서 ‘Dutch gable roof’ 또는 ‘gablet roof’ 로 불리며, 주로 주택에 사용
되는 실용적인 지붕형식이다.233) 정관헌의 이러한 지붕형태를 마치 팔작지붕과 
흡사하여 동양적 요소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이 역시도 다른 건축문화권에서도 
나타나는 보편적인 지붕형식임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233) hip-and-gable, gable-on-hip 이라고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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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사진은 이탈리아 영사로서 1902년 11월부터 1903년 5월까지 체류한 카
를로 로제티(Carlo Rossetti, 1876~1948)234)가 촬영한 것이다. 명성황후의 홍릉 
이 1900년(고종37) 경기도 남양주로 천정하는 계획이 세워지면서 양주 금곡까지 
도로를 개설하였는데, 그 도로변 어디엔가 위치한 황실 관련 건축물로 기록되었
다. 1층 규모로 단일한 지붕 아래 포치가 포함되어 있고, 측면에 원형으로 부가된 
베란다와 이어진 것으로 보이나 정확히 알 수 없다. 포치부의 기둥 세장비로 보아 
목조인 것으로 추정되며, 전체적으로 정관헌과 가장 비슷해 보인다. 주변에 전통
방식으로 조성된 담장과 부속건물 1동, 행랑채와 솟을삼문이 보인다. 

그림 5-14. 서울 근교 덕소(Tok-so) 도로상의 황실 누각
(출처: 이돈수‧이순우, 꼬레아에 꼬레아니 사진해설판, 하늘재, 2009, 133쪽)

다양한 궁궐 공사를 겪은 고종은 건축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남달랐을 것이
며, 서구 열강과 대등한 지위에 대한 열망을 양관 건립에 투영하였다고 해석된다. 
그리고 다양한 시도를 통해서 중심부를 둘러싸는 주변부를 구성하며 외곽에 독립
기둥을 세우는 입면을 점차 선호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보다 간편하고 익숙
한 목조로도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 것이기도 했다. 즉, 2층으로 재건된 중명전과 

234) 이돈수‧이순우, 꼬레아에 꼬레아니 사진해설판, 하늘재, 2009, 5쪽

그림 5-13. 정관헌 원형 추정 입면도와 덕수궁 안내책자의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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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단일한 지붕 아래 포치를 두는 일에 비하여, 원래 단층이었던 수옥헌과 정관
헌, 그리고 위의 사진에 등장하는 누각과 같이 조적조의 몸체에 목조로 포치를 덧
붙이는 것은 주위퇴칸을 두르는 것과 상당히 유사한 구법이다. 남북 방향으로 깊
은 경복궁 북편 건청궁 영역의 관문각은 그러한 입면을 갖지 않았지만, 이형 대지
로 넓게 분산되어 경관에 잘 드러났던 경운궁에 속한 양관들은 모두 포치와 베란
다를 적극적으로 두었고, 이러한 경향은 1910년에 완공된 석조전에서 절정에 다
다른 것으로 판단된다.235) 

이러한 양관 신축공사에는 외국인 건축가뿐만 아니라 수많은 조선인 인력이 투
입되었을 것이지만, 양관 신축에 대한 관찬 사료의 기록이 전무하여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다.236) 中和殿營建都監儀軌(1902)나 慶運宮重建都監儀軌(1906)에
서는 이미 지어지고 경운궁 대화재에서 살아남은 구성헌, 정관헌 등에 대한  물론 
석조전(石造殿)이 터를 잡고 공사를 시작하였을 때임에도 불구하고 양관의 설계
나 시공과 관련한 인물을 발굴하는 것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
다.237)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제국 황실이 서양식 건축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
고 양관이 지어지는 공사 현장에 투여되었을 인력이나 완성된 양관이 도성 내 경
관에서 발산하였을 자극을 상상해본다면, 근대기 베란다 스타일의 건축물이 동시
대 전통목조건축 의장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생
각된다.   

235) 19세기 서구 열강은 아시아 각국의 식민지에서 건축물을 짓는데 포치와 베란다와 같은 반외
부공간을 적극적으로 두는 경우가 많았다. 이와 같은 건축을 콜로니얼 양식(Colonial style) 또
는 베란다 양식(Veranda style)이라 부른다.

236) 김순일, 덕수궁, 대원사, 1991, 73, 78쪽
237) 예를 들어 1903년 3월부터 1905년 3월까지 중국인 청부업자 임택성(林澤成)이 궁내부 촉탁 

쿠크(Cooke)로부터 발주를 받아 구성헌, 정관헌, 환벽정, 돈덕전 등의 수선 공사를 행한 일에 
대하여 대금을 청구하는 기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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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2. 고종 연간 기념비 건축의 도성 내 입지
주위퇴칸식 건축의 대다수 사례는 궁궐이나 관청의 높은 담장 안에 있거나, 왕

릉과 성벽 위와 같이 일반 백성들의 일상적으로 보기 쉽지 않은 환경에 위치하였
다. 그러나 5장에서 별도로 다루어질 다섯 사례들은 이들과 전혀 다른 맥락에서 
나온 것이었는데, 바로 불특정 다수에게 보이기를 의도하며 지어진 기념비 건축
이라는 것이다. 경복궁 동십자각(景福宮 東十字閣, 1866), 환구단 황궁우(圜丘壇 
皇穹宇, 1899), 고종어극40년칭경기념비전(高宗御極四十年, 1903), 석고전(石鼓
殿, 1903), 탑골공원 팔각정(塔-公園 八角亭, 1903)은 건립 의도에 맞게 도성 
내 주요 길목에 있거나 담장 위로 우뚝 솟아나 있어 도성 내 경관에서 큰 존재감
을 가지고 있었다. 

그림 5-15. 고종 연간 주위퇴칸식 기념비 건축의 입지
(출처: 서울역사아카이브 및 지적원도(1912) 편집)

경복궁 동십자각은 지금은 멸실된 서십자각(西十字閣)과 함께 경복궁 중건 공
사로 재건된 궁성(宮城)의 각루(角樓)이다. 경복궁영건일기(景福宮營建日記)
에 의하면, 광화문(光化門)은 1865년(고종2) 10월에, 그리고 양 옆의 동서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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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은 1866년(고종3) 6월에 완성되었다.238) 도성 내 지명(地名)과 시설명이 상세
한 18세기 말 <도성대지도(都城大地圖>에는 서쪽에는 ‘십자□계(十字□契)’라
는 계의 이름이, 그리고 동쪽에는 중학천(中學川) 위 ‘십자교(十字橋)’라는 다리
의 이름이 남아있다. 이는 조선 전기에도 광화문 양옆에  ‘십자각’이 있었음을 의
미하는데, 중건된 동서십자각의 모임지붕은 조선 전기의 모습을 그대로 따랐던 
것으로 보인다. 영조 연간에 조선 전기의 경복궁 모습을 추정하여 그린 경복궁도
239)에는 절병통이 있는 모임지붕을 한 서십자각이 확인된다.

(a) 1760년경 <도성대지도>
(b) 1907년 <북궐도형>+

<광화문외제관아실측평면도>+<최신경성전도>
그림 5-16. 경복궁 서십자각과 동십자각(1866)의 입지

 (출처: 서울역사아카이브, 국립문화재연구소, 국가기록원 지도와 도면 재편집) 

(a) <경복궁도>에 표현된 서십자각 (b) 삼청동천과 동십자각

그림 5-17. 서십자각과 동십자각의 옛 모습
(출처: Google ; 박현욱, 서울의 옛 물길 옛 다리, 시월, 2006)

238) 서울역사편찬원, 국역 경복궁영건일기 1, 2019, 272쪽 ; 서울역사편찬원, 국역 경복궁영건
일기 2, 2019, 37쪽 

239) 1997년 미국 소더비 경매에 출품되어 알려진 그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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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도성을 방문한 여러 외국인들이 찍은 사진 속 동십자
각과 서십자각의 모습은 궁성을 축조한 장대석 한 층 이상이 지면 위에 노출되어 
있었고 주변에 높은 건물도 없었다. 따라서 당대 동십자각과 서십자각의 모습은 
현황보다 더 크게 인지되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1830년(순조30)에 완성된 한경
지략(漢京識略)에 의하면 광화문은 폐허가 되었지만 둘레 1,830보, 높이 21척의 
궁성이 온전하게 남아있었다고 한다.240) 이후 고종 연간 중건시 궁성의 높이는 
다소 낮게 지어져 동서십자각이 더욱 도드라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동십자각 현
황을 기준으로 보면 지면으로부터 난간부까지의 높이가 6.5m인데, 사진 속 궁성
의 높이는 난간부를 제외한 석축부에 그쳤기 때문이다.

그림 5-18. 1901년에 촬영된 동십자각과 동측입면도 현황 비교
(출처: E. Burton Holmes, Burton Holmes Travelogues, 1920 ; 홍순민, 서울풍광, 청년사, 2009, 177쪽 

재인용 및 편집)

 환구단은 1897년 10월 대한제국이 청으로부터 독립된 자주국가로서 황제국으
로 격상되었음을 세상에 알리는 의식이 거행된 의미 깊은 시설이다. 사실 고종 연
간 최초 환구제 제향이 이루어진 시점은 러시아공사관에 머물고 있을 시기인 
1896년 11월 17일(양력 12월 20일)이었다. 고종은 을미사변 이전인 1895년 5월
에 제천시설인 환구를 조성하라는 명을 내린 바 있었는데,241) 이때에 조성된 환
구단은 도성 밖 남단(南壇) 풍운뇌우성황산천단 자리였다. 유교 전통에 따라 천
단(天壇)은 남교(南郊)에 세워지는 것이 타당하다고 여겼기 때문이었다.242) 

1897년 2월 경운궁에 입궐하고 난 후, 그해 10월 환구단은 도성 안 경운궁의 

240) 유본예著 ‧ 박현욱譯, 역주 한경지략, 민속원, 2020, 28-29쪽
241) 고종실록, 1895년(고종32) 윤5월 20일 3번째기사
242) 이욱, ｢대한예전과 국가 제례｣, 대한제국의 전례와 대한예전, 한국학중앙연구원출판부, 

2019, 107~1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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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동쪽 소공동 언덕으로 옮겨지게 되었다.243) 유교적 전통에서 벗어난 파격적
인 입지였다. 소공동의 자연 지세를 이용함으로써 ‘둥근 언덕’이라는 환구의 의미
를 살리고 새롭게 이동된 도성 내 중심지에 위치하게 함으로서 황권의 표상을 의
도적으로 드러내고자 한 선택이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244) 이곳이 중국 사신을 
접대하는 용도로 사용되던 남별궁(南別宮)이 위치한 곳이었다는 점도 영향을 미
쳤다.

(a) 1760년경 <도성대지도> (b) 1907년 <최신경성전도>
그림 5-19. 환구단 황궁우(1899)와 석고전(1903)의 입지

(출처: 서울역사아카이브) 

환구단은 건립 초기에는 동그란 단을 층층이 쌓아 조성하고 상부에 간단한 구
조물이 있는 형식이었을 뿐이었지만, 1899년(고종36) 팔각형 평면과 3개의 처마
로 이뤄진 중층 구조를 갖춘 황궁우(皇穹宇)가 세워졌고,245) 1900년(고종37) 동
무(東廡)와 서무(西廡)까지 갖추게 되면서246) 환구단 권역을 완성하게 되었다. 
마치 탑처럼 치솟은 황궁우 외관은 도성 내 어디에서나 두각을 나타냈다. 앞서 살
핀바와 같이 다각형 평면은 궁궐 깊숙한 곳에서의 특별한 전각과 정자, 또는 사찰 
경내에서만 드물게 사용되었는데, 황궁우는 도성 내 경관으로 드러난 팔각형 건
물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독특한 외관은 일반 백성들에게 매우 생경하고 강렬한 
인상을 남겼을 것으로 추정된다.  

243) 고종실록, 1897년(고종34) 10월 1일
244) 이욱, 앞의 글, 2019, 109쪽 
245) 황궁우의 정초는 1898년 7월 18일(음력)에 행해졌고(고종실록, 1898년(고종35) 8월 31일

(양력) 4번째기사) 1899년 환구단에 나아가 배천(配天)할 때에 황궁우에 신위(神位)를 환안하
였다는 기록이 있어 준공 연도는 이때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246) 승정원일기, 1900년(고종37) 11월 25일(양력) 3번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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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0. 소공로에서 내려다본 환구단 전경 (남→북)
(출처: 홍순민, 앞의 책, 2009, 47쪽 재편집)

환구단 옆 부지에 석고단(石鼓檀) 조성이 추진되지 시작한 것은 1901년 후반
부터로 추정된다.247) 고종의 즉위 40년이 되는 해이자 망육순(望六旬)으로 기로
소(耆老所)에 입소하는 겹경사가 있는 1902년을 기념하여, 고종의 중흥송덕(中
興頌德)을 위한 돌북(石鼓)과 구정(九鼎)을 건립하자는 논의는 1900년 10월부터 
있었다.248) 이를 실제로 실행한 이들은 은퇴한 관료들이 중심이 된 ‘송성건의소
(頌聖建議所)’라는 관민 단체였다. 1902년 7월에 작성된 통문(通文)에 기록된 
‘석고의식(石鼓儀式)’에는 돌북과 석고전의 계획 내용이 포함되었다.249) 

247) “실제로 조성된 석고단을 보여주는 사진 자료는 모두 1923년 총독부도서관 건립 이후에 촬영
된 것이기 때문에 조성 직후의 모습을 알 수는 없다. 하지만 1920~1930년대의 사진들 속의 석
고전과 정문 광선문(光宣門)은 모두 단층이었다. 중심전각이 단층이었기 때문에 2층의 내삼문이 
있었다고 추정하기는 어려우며, 22칸의 수직청과 고직청, 200칸의 행랑채 또한 축소되었거나 
아예 지어지지 않았을 수도 있다.” -허유진‧전봉희, ｢석고전의 마지막 이건과 소멸｣, 대한건축
학회 논문집(계획계) 31(4), 2015

248) 이윤상, ｢고종 즉위 40년 및 망육순 기념행사와 기념물 –대한제국기 국왕위상제고사업의 한 
사례｣, 한국학보 29(2), 2003, 121쪽 ; 이순우, 통감관저, 잊혀진 경술국치의 현장, 하늘재, 
2010, 182쪽

249) 북은 둥글며 태극(太極)을 상징한다.〇두께는 2자(尺)로 양의(兩儀)를 상징한다.〇직경은 2자
로 북두칠성을 상징한다.〇팽() 3좌(坐)는 삼재(三才)를 상징한다. 〇단(壇)은 팔각으로 팔괘
를 상징한다.〇계단은 9층으로 구궁(九宮)을 상징한다.〇대(臺)는 사각형으로 네 모퉁이는 사상
(四象)을 상징한다.〇너비는 33자(尺)로 삼십삼천(三十三天)을 상징한다.〇높이는 28자(尺)로 
이십팔수(二十八宿)를 상징한다.〇전각(殿閣)은 2층으로 각 10칸이다.〇내삼문(內三門)은 2층이
다.〇외삼문(外三門)은 1층이다.〇수직청(守直廳)과 고직청(庫直廳)은 모두 22칸이다.〇안팎 담
장은 200칸이다. 〇석고의 단묘(壇廟) 터는 환구단(圜丘壇) 동쪽 옛 홍궁(洪宮) 터에 있고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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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 환구단 복원 배치도
(출처: 김기주, ｢환구단｣, 한국건축개념사전, 동녘, 2013, 925쪽 위 재편집) 

그러나 이 계획을 위한 건립 비용이 충분하게 모금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석고단 부지에 세워진 건물은 세 개의 돌북을 봉안한 주위퇴칸식 보호각인 석고
전(石鼓殿)과 중문(中門), 그리고 석고전의 정문인 광선문(光宣門)과 같은 단층 
건물 3동만이 확인되기 때문이다. 심지어 돌북은 한참 뒤늦은 1909년에서야 무자
비(無字碑)로 입배(入排)되었다.250) 

그 사이 석고전은 전혀 다른 용도로 사용되었는데, 1902년 12월부터 유길준
(俞吉濬, 1856~1914)을 중심으로 결성된 반관반민 단체인 한성부민회(漢城府民
會)의 처소가 된 것이 대표적이다.251) 석고단 영역(소공동 6번지)과 환구단 영역
(소공동 87번지)은 아래 그림과 같이 담장으로 분리되어 있었다.252)

년 12월부터 일을 시작하였다(鼓圓象太極〇厚兩尺象兩儀〇經二尺象七星〇三坐象三才〇壇八角
象八卦〇階九級象九宮〇坮方四隅象四象〇廣三十三尺象三十三天〇高二十八尺象二十八宿〇殿閣二
層各十間〇內三門二層〇外三門一層〇守直廳、庫直廳合二十二間〇內外牆垣二百間〇石鼓壇墓[廟]
址, 在於(〇)圜邱壇之東舊洪宮墓[基], 而自昨年臘始役事。) -기호철, ｢통문원문해석본｣, 웨스틴
조선호텔 홍보과 제공 

250) ｢석고준공｣, 대한민보, 1909년 11월 24일자 (이순우, 앞의 책, 2010, 184쪽 재인용)
251) 경성부사 제2권, 49쪽 (이순우, 위의 책, 2010, 177쪽 재인용)
252) ｢대공원설치계획｣, 매일신보, 1911년 9월 5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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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경기념비전 건립은 현직 고위 관료들이 고종 즉위40년과 망육순으로 기로소
에 입소한 1902년을 기리는 목적으로 추진한 기념사업으로 진행되었다.253) 진행 
과정이 순탄치 않았던 송성 건의소와 달리 조야송축소는 위치 선정부터 상당히 
성공적이었다. 1902년 9월 결성과 거의 동시에 기념비 부지를 기로소의 남쪽 우
순청(右巡廳) 터인 황성신문사옥 자리로 획득하였다. 이 일대가 유동인구가 많고 
상당히 번화하였다는 것은 육조거리의 남단이라는 것 외에도 백운동천(白雲洞川)
과 중학천(中學川)이 청계천(淸溪川)에 합류하기 직전의 송기교(松杞橋)와 혜정
교(惠政橋) 사이에 위치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특히 혜정교 일대는 
왕이 직접 나아가 탐관오리를 공개적으로 벌하거나 상언(上言)을 받던 상징적인 
장소였다.254) 

(a) 1760년경 <도성대지도> (b) 1907년 <최신경성전도>
그림 5-22. 칭경기념비전(1903)의 입지

(출처: 서울역사아카이브) 

조야송축소의 칭경기념비의 건립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단체가 발족한지 
1년 만인 1903년 9월에 기념비와 비전, 담장 및 만세문을 모두 완성하였다.255) 
칭경기념비256)보다 칭경기념비전이 먼저 세워졌는데, 그 모습은 남북방향의 육조

253) 이들이 결성한 관민 단체인 조야송축소(朝野頌祝所)가 발족한 것은 1902년 9월로, 석고단 조
성으로 기념사업을 준비하던 송성건의소의 발족 시점보다 매우 늦은 편이었다. 더군다나 이미 5
월에 기로소 입소 의식이 거행된 이후였기 때문에 매우 의아하게 여겨질 수 있다. 여기에는 칭
경 예식이 갑자기 이듬해 봄으로 연기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짐작되는데, 칭경 예식은 10월 18
일(음력 9월 17일)로 예정되었다가 한달 전 민간에 퍼진 질병 문제로 1903년 봄으로 연기되었
다(고종실록 1902년(고종39) 9월 20일일자(양력)).

254) 정조실록 1792년(정조16) 11월 10일 2번째기사  
255) 문화재청, 서울고종어극40년칭경기념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0, 44쪽
256) 칭경기념비에는 앞면에 당시 황태자였던 순종(純宗)의 어필로 ‘대한제국대황제보령망륙순각극

사십년칭경기념비송(大韓帝國大皇帝寶齡望六旬脚極四十年 稱慶紀念碑頌)’라 쓰였고, 뒷면에는 
윤용선(尹容善, 1829~?)이 지은 비문이 민병석(閔丙奭, 1858~1940)의 글씨로 쓰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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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와 동서방향의 종로가 만나는 황토현(黃土峴)에서 단연 부각되었다.  

그림 5-23. 황토현에서 바라본 칭경기념비전
(출처: 이돈수‧이순우, 앞의 책, 2009, 106쪽)

그림 5-24. 칭경기념비전 서측 행각 위치 추정도
(출처: 국가기록원 소장 <광화문통 관유지일람도>(1910년대 중후반) 위 재작도)

1903년 경 촬영된 사진 속에서 칭경기념비전의 서편에는 육조거리를 따라 행
각이 조성되어 있었다. 일제강점기 엽서사진을 통해서는 정면인 남쪽으로 석재로 
만세문(萬歲門)과 철재 투시형 난간이 확인된다. 승기교와 혜정교 사이의 이 길
목은 19세기 말까지도 각종 시장이 개설될 정도로 백성들의 왕래가 잦았던 것으
로 보인다. 행각과 담장 위로 우뚝 솟은 칭경기념비전은 상대적으로 높이가 낮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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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로소를 비롯한 주변 기존 건축물보다 멀리서도 쉽게 인지되었다. 

(a) 칭경기념비전 앞 장작시장 (b) 일제강점기 엽서사진
그림 5-25. 칭경기념비전 서측면과 남측면 

(출처: Waclaw Sieroszewski, Korea, 1904 ; 홍순민, 앞의 책, 2009, 77쪽 재인용)

탑골공원이란 명칭과 조선 후기 문헌에 기록된 탑동(塔洞), 대사동(大寺洞)과 
같은 동 명칭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이곳은 세조(世祖) 연간에 창건되어 연산군(燕
山君) 때 폐사된 원각사(圓覺寺)가 있었던 곳이다. 현재 탑골공원 내에는 팔각정 
외에도 1467년(세조 13)에 세워진 원각사지십층석탑(圓覺寺址十層石塔)과 1471
년(성종2)에 세워진 대원각사비(大圓覺寺碑)가 남아있다. 폐사 이후에도 장악원
(掌樂院), 한성부(漢城府) 등의 관청이 순차적으로 이곳을 점유하였으나, 원각사
지의 방대한 부지는 중종 연간 집 없는 사대부에게 떼어주었고 곧이어 민가로 걷
잡을 수 없이 가득차게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257) 

이와 같이 중종 연간부터 잡인(雜人)들의 소굴로 불릴 만큼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살았던 탑골 일대는 조선 후기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탑골은 한성의 5부
(五部) 중에서 가장 인구 밀도가 높았던 중부(中部)의 요지였다. 19세기 말 한양
을 방문한 서양인의 기록에 민가와 사람들에 뒤섞인 원각사탑과 비의 모습이  자
주 등장하는 것은 그만큼 번화가에서 주목을 끌었기 때문일 것이다. 원각사석탑
은 하얀 대리석으로 되어 있어 일명 ‘백탑(白塔)’으로 불렸다. 이곳 탑골에 거주하
며 서로 활발하게 교류한 연암 박지원(朴趾源, 1737~1805), 담헌 홍대용(洪大
容, 1731~1783), 이덕무(李德懋, 1741~1793), 박제가(朴齊家, 유득공(柳得恭, 
1748~1807) 등의 18세기 북학파 인사들이 소위 ‘백탑파(白塔派)’라고 불린 것
257) 중종실록, 1512년(중종7) 7월 24일 5번째기사, 1525년(중종20) 12월 14일 3번째기사, 

1526년(중종21) 5월 5일 2번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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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이 원각사석탑이 도시 경관에서 상당히 중요한 랜드마크였음을 짐작케 한다. 

(a) 1760년경 <도성대지도> (b) 1907년 <최신경성전도>
그림 5-26. 탑골공원 팔각정(1903)의 입지

(출처: 서울역사아카이브) 

탑골공원은 조선시대 내내 원각사석탑 주변으로 높은 인구밀도로 채워졌던 이 
지역을 과감하게 정비하며 들어선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식 공원이었다. 1897년 
또는 1899년 영국 총세무사 멕레비 브라운(Mcleavy Brown, 1841-1915)의 발
의를 계기로 조성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탑골공원 중심에 위치한 팔각정은 1903
년(고종3)에 완공되었는데, 양악(洋樂)을 향유하기 위해 설립한 군악대의 연주 
무대로 기획되어 지어졌고 당시에는 음악당(音樂堂)이라 불리었다고 한다. 군악
대가 해체되기 이전까지 양악의 무대로 활발하게 사용되었다.258) 

(a) 탑골공원 조성 이전 백탑 주변의 민가 (b) 탑골공원 조성 공사 중 (팔각정 건립 이전)

그림 5-27. 탑골공원 조성 전후 원각사석탑(白塔) 주변의 변화 
(출처: 홍순민, 앞의 책, 2009, 67쪽)

258) 이강숙‧김춘미‧민경찬, ｢우리 양악100년｣. 현암사, 2001 ; 서울특별시 종로구, 탑골공원 팔각
정·오운정: 정밀실측보고서,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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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903년 이전 탑골공원 조성 공사 중 모습

 

(b) 1906년 10월 6일 군악대 연주회 기념촬영

그림 5-28. 탑골공원 팔각정 공사 중과 완공 이후
(출처: 홍순민, 앞의 책, 2009, 67쪽 ;  이강숙‧김춘미‧민경찬, ｢우리 양악100년｣, 현암사,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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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주위퇴칸식 건축의 의장 다변화

5.2.1. 기존 권위 제고 방식의 총동원
앞서 건립 배경과 입지를 살핀 5동의 주위퇴칸식 건축 사례는 조선왕실 또는 

고종황제를 상징하는 건축물이었다. 따라서 외관에 드러나는 세부적인 요소 또한 
기존 궁궐건축에 뒤지지 않는 수준으로 갖추어 졌다. 석고전과 칭경기념비전은 
너비가 5자 내외인 주위퇴칸식 건축에서는 볼 수 없었던 다포(多包)를 갖추었으
며, 경복궁 동십자각, 환구단 황궁우, 그리고 탑골공원 팔각정은 모두 이익공(二
翼工)과 운공(雲工)이 동시에 적용되었다. 그 외에도 낙양, 팔각 또는 원형 장초
석, 천정장식, 잡상 등 기존 권위 제고 방식이 빠짐없이 총동원되었다. 

경복궁 동십자각 환구단 황궁우 석고전 칭경기념비전 탑골공원 팔각정
시기 1866년(고종3) 1899년(고종36) 1903년(고종40)

공포 이익공
(운공有)

출목이익공+초익공
(운공有) 다포 다포 이익공(운공有)

천정문양 x 이룡희주 x 이룡희주 x
양상도회 ○ ○ ○ ○ x

잡상 5개 최상층 6개/이하 4개 7개 7개 x
낙양 ○ ○ x ○ ○
기둥 원주 원주 원주 원주 팔각주

장초석 팔각형 원형 팔각형 x

표 5-3. 고종 연간 주위퇴칸식 기념비 건축의 세부 의장 개요 

그림 5-29. 고종 연간 주위퇴칸식 기념비 건축 평면도와 정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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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전과 칭경기념비전은 모두 외2출목의 다포집이다.  포작을 갖추는 일 자체
가 해당 건축물의 권위를 내포하고 있지만 세부적으로 출목 수에 따라서 구분된
다. 외2출목은 한국에서는 ‘외5포’, ‘5포집’이라고 한다.259) 5포집은 7포집보다 격
식이 낮은데, 조선시대 궁궐의 정전은 7포집, 편전은 5포집을 갖춘 경우가 많다.
내출목의 경우 석고전은 내2출목, 칭경기념비전은 내3출목이다. 문루를 제외하고 
일반 전각에서는 내출목수는 외출목수보다 많은 것이 보편적이다. 석고전과 칭경
기념비전은 고종 즉위 40년을 기념하며 왕실을 위해 지어진 건축이므로 궁궐 건
축과 비교가 가능하다. 안팎의 출목 수를 통해서 석고전과 칭경기념비전은 대개 
궁궐의 편전과 비슷한 위계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있다.  

259) 김란기, ｢고목수 제자 김영성 인터뷰: 오포하고 칠포집은 개념이 틀려 불거든요｣, 조선대목 
고택영의 조선집짓기 한평생 얘기, 초판, 도서출판 한길, 2001, 86쪽 ; 이는 중국건축에서 포
작을 세는 방식과 차이가 있다. 영조법식에 의하면 1출목(出一跳)은 4포작(四鋪作), 2출목은 
5포작이라고 한다(營造法式, 卷4, ｢大木作制度一｣, 總鋪作次序條).

구분 전각명 포작 출목 수
외(外) 내(內)

궁궐

경복궁
근정전 상층 3출목 7포 4출목 9포

하층 3출목 7포 4출목 9포
사정전 2출목 5포 3출목 7포
광화문 2출목 5포 3출목 7포

창덕궁
인정전 상층 3출목 7포 4출목 9포

하층 3출목 7포 4출목 9포
선정전 2출목 5포 3출목 7포

창경궁
명정전 3출목 7포 4출목 9포
홍화문 2출목 5포 3출목 7포

경운궁
(덕수궁)

중화전 3출목 7포 4출목 9포
대한문 2출목 5포 3출목 7포

성곽
문루

수원화성
팔달문 상층 3출목 7포 3출목 7포

하층 2출목 5포 3출목 7포

장안문 상층 3출목 7포 3출목 7포
하층 2출목 5포 3출목 7포

한양도성
숭례문 상층 3출목 7포 3출목 7포

하층 2출목 5포 2출목 5포

흥인지문 상층 3출목 7포 3출목 7포
하층 2출목 5포 3출목 7포

표 5-4. 다포를 갖춘 궁궐건축 및 성곽문루 내외 출목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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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0. 외5포작의 석고전(외2내2출목)과 칭경기념비전(외2내3출목) 

그림 5-32. 경복궁 동십자각, 환구단 황궁우, 탑골공원 팔각정 종단면도
(출처: 해당 보고서 단면도 재편집)

경복궁 동십자각과 환구단 황궁우, 그리고 탑골공원 팔각정은 모두 익공집이다. 

그림 5-31. 오포작(외3출목) 석고전과 칭경기념비전
(출처: 국가기록원 ; 문화재청, 서울고종어극40년칭경기념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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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궁우는 개방형 주위퇴칸부에는 초익공, 하층 폐쇄형 주위퇴칸부와 상층 중심부
에는 출목이익공이 쓰였고, 동십자각과 팔각정은 모두 이익공이 쓰였다. 동십자각
의 제공은 조선시대 익공의 전형적인 모양을 갖춘 반면, 황궁우와 팔각정의 제공
은 물익공에 가깝다. 이 세 익공집들은 중요한 공통점이 있는데, 창방과 장여 사
이에 놓이는 소로 위에 운공을 두었다는 것이다. 

운공은 19세기 후반 궁궐 건축의 의장적 특징 중 하나로 꼽히는 요소다. 1860
년대 경복궁 중건 공사와 1870년대 건청궁 신축 공사에는 이익공 전각에서 화반 
위 소로에 운공을 부가하는 의장이 대거 적용되었다. 운공이 다포를 구성하는 부
재로서가 아닌, 초익공이나 이익공에 적용된 사례가 이미 18세기 말 수원 화성의 
노래당(老來堂)과 낙남헌(落南軒)에서도 나타나지만,260) 경복궁과 같이 다수의 
전각에 집단적으로 사용된 예는 전무하다. 1910년대 촬영된 朝鮮古蹟圖譜의 
사진으로부터 경복궁의 강녕전, 교태전, 경성전, 연생전, 자경전, 흥복전, 그리고 
건청궁의 장안당과 곤녕합의 주간 운공을, 그리고 현존하는 동십자각에서도 주간 
운공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경복궁 중건공사와 시기가 겹치는 삼군부 총무당(三
軍府 總務堂)과 종친부 경근당(宗親府 敬近堂)과 옥첩당(玉牒堂), 1921년에 건
립된 창덕궁 신선원전(昌德宮 新璿源殿)에도 주간 운공이 쓰였다. 현재 창덕궁의 
대조전과 희정당의 주간 운공은 1917년 화재 이후 경복궁의 교태전과 강녕전이 
그대로 이건된 것이기 때문에 구분할 필요가 있다. 창경궁 통명전과 같은 19세기 
전반 궁궐 익공집에 운공이 적용된 경우는 거의 없다. 따라서 익공집의 주간 운공
은 경복궁 중건공사에서 가장 활발하게 적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261) 

그림 5-33. 화성성역의궤의 운공 도설과 초익공과 이익공의 운공
(출처:  경기문화재단,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 2007, 139쪽)

  

260) 경기문화재단,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 2007, 139쪽
261) 익공집에서의 주간 운공은 20세기 초 상류주택에도 적용되었다. 대표적으로 1910년대의 옥인

동 윤씨 가옥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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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4. 19C 후반 운공이 사용된 이익공 침전: 경복궁 강녕전
(출처: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 10, 1930 위 재작도)

그림 5-35. 19C 후반 운공이 사용된 이익공 침전: 경복궁 교태전
(출처: 朝鮮總督府, 위의 책, 1930)   

경운궁(덕수궁)은 경복궁보다 이후에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곳에서는 익공 
건물의 주간 소로에 운공이 사용된 모습을 찾아볼 수 없다.262) 아마도 궁궐 부지 
마련에서부터 양관과 같은 새로운 건축을 동시다발적으로 시도하였기 때문에 상

262) 덕수궁 내 현존하는 건물을 대상으로는 익공집에 운공을 사용한 경우는 발견되지 않는다.  
경운궁중건도감의궤(1906)를 살피면, 운공과 장화반(長花盤)은 각기 따로 기록되었다.

그림 5-36. 19C 전반 운공이 사용되지 않은 이익공 침전: 창경궁 통명전
(출처: 朝鮮總督府, 위의 책, 1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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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적으로 전통목조건축은 이전보다 간소화되어 지어졌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운
공 사용 여부뿐만 아니라 다른 건축적 요소에서도 이러한 간소화 경향이 드러난
다. 전후퇴형인 함녕전은 경운궁에서 가장 위계가 높은 침전인데 이익공이 아닌 
초익공을 사용하였고 준명당(浚明堂)에서는 주위퇴칸을 ㄱ자 가퇴(假退)로 대체
하였다.263) 경운궁에서 이익공 전각이 들어선 것은 1910년대의 덕홍전(德弘殿)
이 거의 유일한 사례로 파악된다. 이는 앞 시기인 경복궁 중건공사에서 운공을 가
진 이익공 전각이 집단적으로 지어졌고, 궁성의 각루인 동십자각과 서십자각도 
포함되었다는 점과 매우 대비된다. 심지어 동십자각에서는 외관상 잘 보이지 않
는 내주열까지도 운공이 적용되었다. 

그림 5-37. 동십자각의 익공과 운공
(출처: 朝鮮總督府, 앞의 책, 1930 ; 문화재청, 경복궁 동십자각 실측조사보고서, 2010, 109쪽)

그림 5-38. 경복궁 동십자각 익공과 운공 상세도
(출처: 문화재청, 위의 책, 2010, 220-221쪽)

  

이처럼 고종 연간 궁궐 공사에서 운공은 1860-70년대 경복궁에서 광범위하게 
사용되었다가, 1890~1900년대 초 경운궁 조성시에는 거의 쓰이지 않았다. 그런
데 경운궁 시대의 환구단 황궁우와 탑골공원 팔각정에 운공이 적용되었다는 사실

263) 준명당의 가퇴는 온돌의 난방효율을 높이기 위한 완충공간으로도 해석된다. -정정남, ｢18세
기 이후 조선사회의 온돌에 대한 인식변화와 난방효율 증대를 위한 건축적 모색｣, 건축역사연
구 27(3), 2018, 2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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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주목된다. 특히 황궁우에는 이익공을 적용한 부분은 물론 초익공 부분까지 모
두 운공이 적극적으로 쓰였다. 운공은 흔히 이익공의 창방과 도리 사이에는 파련
형 화반 위 소로과 직교하며 결구되기 때문에, 마치 이익공의 요소로 인식되기도 
한다.264) 하지만 운공은 소로와 직접 닿는 부재이기 때문에 이와 같이 화반이 사
용될 필요가 없는 초익공에서도 쓰일 수 있다. 이익공 또는 초익공에서 기둥과 기
둥 사이에 운공을 사용하면, 도리를 보다 안정적으로 지탱하면서는 장점 외에도 
외관상 마치 다포처럼 화려하게 보이게 하는 효과를 가진다. 특히 다각형 평면인 
황궁우와 팔각정은 이러한 의장적 효과를 크게 드러내고 있다.  

그림 5-39. 황궁우 상층과 하층 익공과 운공 상세도
(출처: 문화재청, 환구단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2, 302~306쪽 도면 재편집)

그림 5-40. 이익공과 소로 위 운공이 적용된 탑골공원 팔각정
(출처: Google) 

264) 이상명, ｢조선후기 이익공식 관영건축에서 화반의 의장성 강화 –정자각과 산릉도감의궤를 중
심으로-｣, 건축역사연구, 26(2), 2017,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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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 천정의 이룡희주(二龍戱珠)265) 도상(圖像)은 환구단 황궁우와 칭경기념
비전에서 확인되는 특징이다. 중국 고대부터 나타나는 두 마리의 용이 나타나는 
도상은 같은 방향을 향하는 것(乘龍)과 다른 방향을 향하는 것(一升一降龍), 두 
가지가 있는데, 이룡희주는 일승일강용 도상에 여의주가 추가된 것으로 명‧청대게 
크게 유행한 도상이다. 환구단 황궁우에는 보개천정의 조각으로, 칭경기념비전에
서는 평천정의 단청으로 표현되었다. 이 도상은 황제국과 직접적으로 관련 있는 
것은 아니고, 대한제국기 이전부터 왕실 복식과 기물에 자주 사용되었다. 궁궐 전
각 중 이룡희주 도상이 있는 사례로는 경복궁 근정전과 사정전(思政殿), 건춘문
(建春門), 그리고 덕수궁 중화전이 있다. 단, 쌍룡의 발톱 개수에 차이가 있는데, 
경복궁 근정전과 환구단 황궁우에는 7개, 덕수궁 중화전에서는 5개가 확인된다.

그림 5-41. 이룡희주를 표현한 황궁우와 칭경기념비전의 천정
(출처: 문화재청, 환구단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2 ; 고종어극40년칭경기념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2)

(a) 덕수궁 중화전(발톱5개) (b) 환구단 황궁우(발톱7개) 

그림 5-42. 덕수궁 중화전과 환구단 황궁우의 이룡희주 도상 비교

265) 김주연, ｢조선시대 궁중의례용 쌍룡도상의 유형과 함의｣, 미술사학보 40,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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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쌍룡 도상이 황제국의 상징으로 사용된 사례는 답도(踏道)에서 볼 수 있
다. 경복궁 근정전을 포함하여 조선시대 답도에 새겨진 문양은 일반적으로 봉황
이었다. 그런데 대한제국에 해당하는 덕수궁(경운궁)과 환구단 황궁우의 답도에
는 모두 두 마리의 용이 같은 방향으로 승천하는 승룡(乘龍)이 새겨졌다. 이를 통
해서 이룡희주보다는 승룡 도상이 황제국 표방에 의도적으로 쓰인 성격이 강하다
고 볼 수 있다. 

(a) 경복궁 근정전 답도(봉황) (b) 환구단 황궁우 답도(승룡)

그림 5-43. 경복궁 근정전과 환구단 황궁우 답도 문양 비교

한편, 광화문 네거리 모퉁이에 위치한 칭경기념비전은 서측면과 남측면을 각기 
다른 식으로 구획하였다. 육조거리와 면한 서측면에는 전통적인 행각을 두었지만. 
종로거리와 면한 남측면에는 화강석과 벽돌을 사용하여 아치형의 만세문(萬歲門)
과 철재 투시형 난간을 둘렀다. 이는 남면한 칭경기념비에 맞추어 칭경기념비전
도 분명한 정면성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5-44. 칭경기념비전 남쪽 담장 완성 전과 후
(출처: 문화재청, 서울고종어극40년칭경기념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2 ; 홍순민, 앞의 책, 2009, 7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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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각정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양상도회 위 잡상을 갖추고 있었다. 양상도회
는 기와지붕 모퉁이 마루가 형성된 곳에 회를 두텁게 올려 가장자리를 강조하는 
기법으로 대부분의 궁궐건축에 사용된다. 양상도회를 한 지붕마루에는 거의 대부
분 잡상을 올려 장식한다. 처마 끝선으로부터 놓이는 잡상의 개수에 따라 차등을 
두어 전각의 권위를 표현하는데, 항상 절대적인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환구단 
황궁우는 최상층 지붕에는 6개, 나머지 지붕에는 4개의 잡상이 있고, 석고전과 칭
경기념비전에는 모두 7개, 동십자각에는 5개가 있다.   

그림 5-45. 고종 연간 주위퇴칸식 기념비 건축의 잡상 수 

낙양은 석고전을 제외하고 모두 가지고 있다. 낙양은 기둥과 기둥 사이와 창방 
아래를 일정한 문양을 가진 목재 띠를 두르는 부재를 말한다. 낙양을 두르게 되면 
장식적인 효과를 크게 거둘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기둥과 창방을 견고하게 고정시
켜 구조적으로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 

(a) 경복궁 동십자각 (b) 환구단 황궁우 (c) 칭경기념비전 (d) 탑골공원 팔각정

그림 5-46. 고종 연간 주위퇴칸식 기념비 건축의 낙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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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다각형 평면의 규모와 높이
환구단 황궁우와 탑골공원 팔각정은 이전 시기의 현존하는 다각형 평면 사례와 

비교하면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이것은 이 두 사례가 내주를 가짐으로써 퇴칸을 
주위에 두르게 된 것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 이전 시기 육각형이나 팔각형 평면
의 사례들은 대개 그 외접원의 지름이 6m를 넘지 않았다. 정양사 약사전이나 창
덕궁 존덕정과 같이 처마를 지지하는 별도의 구조가 형성된 경우나 지붕이 분리
된 중첨을 형성하는 경우와 구분된다. 2중으로 주위퇴칸을 가지고 있는 환구단 
황궁우는 가장 바깥쪽 주위퇴칸을 제외한 나머지의 외접원 지름은 약 12m이며, 
탑골공원 팔각정의 주위퇴칸을 포함한 외접원 지름은 8.5m에 달한다. 이와 같이 
고종 연간에 나타난 팔각형 평면들은 이전 사례들 보다 평면 규모가 월등하게 크
다는 특징이 있다. 

그림 5-47. 사찰과 궁궐 내 현존하는 다각평 평면의 대표 사례

고종 연간 다각형 건축물은 평면규모가 확대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 높이도 커
졌다. 층단지붕과 차양지붕으로 3개의 처마를 가진 황궁우의 높이는 주변 건물에 
비하여 우뚝 솟아 돋보였다. 단층으로 구성된 탑골공원 팔각정의 경우도 퇴주의 
높이가 약 3.4m, 내주의 높이는 약 4.3m이다. 특히 내주 높이는 경복궁 집옥재의 
팔우정이나 향원정과 같은 2층 구조로 된 사례의 평주 높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또한 팔각정의 계단형 기단은 전체가 약 1m 이상의 높이를 가졌다. 팔각정의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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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높이는 환구단 황궁우의 중간 지붕 높이와 대등한 정도이다.  
환구단 황궁우는 중심부 내외부로 2개의 주위퇴칸이 둘러싸며 각각의 처마를 

가지고 있다. 즉, 폐쇄형 주위퇴칸식으로 일반적인 층단지붕을 가진 온칸물림 중
층 구조가 구성되어 큰 중심부를 이루고, 그 주변을 차양칸의 형식으로 개방형 주
위퇴칸이 덧붙여졌다. 사실 개방형 주위퇴칸의 퇴주 높이와 폐쇄형 주위퇴칸의 
퇴주 높이는 큰 차이가 없다. 개방형 주위퇴칸의 처마와 폐쇄형 주위퇴칸의 처마
를 이격하여 온전하게 구성하기 위해 약 0.9m 정도의 기단으로 높낮이 차이를 둔 
것이 특징이다. 이와 같은 방식의 기원은 주(周)대의 명당(明堂) 제도로 거슬러 
올라가 볼 수 있으며, 통일신라기 경주 황룡사지나 사천왕사지에서 차양칸이 상
부 기단과 하부 기단 사이에 걸쳐져 있는 양상과도 흡사하다. 즉, 삼중첨을 구성
하는데 있어서 기둥 길이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 지면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였다.

 

그림 5-48. 기단 높이차를 이용한 환구단 황궁우의 차양칸

황궁우의 높이는 기단 아래에서부터 절병통 끝까지 기준으로 16.65m이다. 환
구단이 자리한 지대 또한 주변보다 높아서 황궁우는 실제보다 더 높고 가시적이
었다. 오늘날 황궁우 주변은 고층 건물로 둘러싸여 잘 보이지 않지만, 일제강점기 
때까지만 해도 황궁우는 상당한 존재감을 가지고 있는 전통건축물이었다고 판단
된다. 1938년, 황궁우와 바로 인접한 대지에 지상 8층의 반도호텔이 세워졌다.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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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반도호텔과 황궁우와 함께 촬영된 사진을 살피면 과거 황궁우의 위용이 건재
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49. 황궁우와 인근 반도호텔(1938, 지상8층) 높이 비교 
(출처: 문화재청, 환구단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2, 361쪽)

환구단 황궁우와 탑골공원 팔각정에 쓰인 팔각형 평면은 이전 시기에 나타나지 
않는 평면 형태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에 빈번하게 사용된 다각
형 평면은 팔각형이 아니라 육각형이었다. 창덕궁 존덕정, 경복궁 향원정 등의 남
아있는 사례도 있고 멸실된 사례까지 포함하면 육각형은 상당히 빈번하게 쓰였음
을 알 수 있다. 강화부행궁에는 척전정(尺天亭)이라는 육각형 정자가 있었음이 
<강화부궁전도>에 남아있고, 경복궁에는 향원정 이외에도 향원정 동편에 육우정
(六隅亭)이라는 육각형 정자가 있었다는 사실이 <북궐도형>과 일제강점기 사진
에 남아있다. 하지만 팔각형 사례는 매우 희소하다. 고종 연간 경복궁 집옥재에 
일곽을 조성하며 신축한 팔우정과, 그보다 앞선 사례로는 제주목관아지에서 발굴
된 귤림당(橘林堂)이 유일할 뿐이다.266) 

조선시대에 팔각형보다 육각형 평면의 사례가 많은 것은 6개의 추녀를 한데 모
으는 기술보다 8개의 추녀를 모으는 기술이 더 상위에 속한다는 해석이 가능하
다. 하지만 기술력은 해당 조형을 구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으면 뒷받침되기 마
련이다. 따라서 19세기 이전에는 팔각형 건물에 대한 인식 자체가 약했다는 사실

266) 1702년(숙종 18) 탐라순력도(耽羅巡歷圖)에 평면적으로 그려진 귤림당(橘林堂)은 현재 방형 
평면으로 복원된 상태이지만, 발굴조사를 통해 외접원 지름 5m 내외의 정팔각형 건물지임이 확
인되었다.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목관아지 발굴조사보고서, 1998, 133, 134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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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보다 유념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인조실록에는 봉림대군(鳳林大君, 
1619~1658)이 인조에게 청국의 궁관(宮官) 제도에서 인상 깊었던 팔각형 건물
을 그렸고, 이를 본 따 후원에 팔각정을 지었는데 그 모양이 매우 기묘(奇妙)하다
는 기록이 있다.267) 봉림대군의 영구 귀국 시점은 1645년(인조23) 5월이지만, 
이보다 앞서 1640년과 1644년에 귀근(歸覲)하였다.268) 봉림대군이 청국에서 목
격하였다는 팔각형 건물은 심양 고궁의 대정전으로 강하게 추정되지만,269) 이때 
창덕궁 후원에 지어진 팔각정은 현재 남아있지 않아서 기묘한 모양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이었는지는 불분명하다. 어쨌든 조선시대 팔각형이란 요소는 중국의 영
향과 불가분 관계였으며 육각형보다 획기적인 형태로 인식되었다고 짐작된다. 팔
각형은 19세기 말 환구단을 조성하는 데에도 적용되었는데, 제후가 아닌 천자로
서 하늘에 제사를 지내는 시설이 갖춰야할 건축제도를 구현하기 위해 천원지방과 
같은 추상적 개념 외에도 구체적으로는 북경의 천단(天壇)을 참고하였을 것이다. 
천단을 구성하는 건물에 대해서는 조선 후기 연행(燕行)길에 올랐던 수많은 이들
의 목격담이 있다. 북경 천단의 기년전(祈年殿)과 황궁우는 모두 원형인데, 대한
제국의 황궁우에서는 팔각형으로 번안되었다고 보는 것이 가장 타당해 보인다.

 
그림 5-50. 중국 북경 환구단의 기년전과 황궁우 

(출처: Google)

267) “상이 팔각정(八角亭)을 후원(後園)에다 지었다. 처음에 세자가 북경에서 돌아오자 상이 청나
라의 궁관(宮觀)의 제도에 대하여 물었다. 세자가 팔각정의 제도가 가장 묘하다고 대답하니, 상
이 이르기를 "네가 그 모양을 그림으로 그릴 수 있겠는가?" 하니, 세자가 즉시 그려서 올리자 
상이 매우 기뻐하여 그 정자를 후원에다 지으라고 명하였는데, 매우 기묘하였다(上作八角亭於後
苑。 初, 世子自北京還, 上問帝京宮觀制度。世子對以八角亭其制最妙, 上曰: "爾能圖其形否?" 世
子卽圖以進, 上大悅, 命作其亭於後苑, 極其奇妙。).” - 인조실록 1646년(인조24) 2월 4일 7
번째기사 

268) 송석호‧심우경, 창덕궁 후원 존덕정(尊德亭)의 조영사적 특성, 한국전통조경학회지
32(1), 2014, 34쪽

269) 송석호‧심우경, 앞의 논문, 2014,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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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3. 개방형 주위퇴칸과 기둥무리 형성 강화
경복궁 동십자각, 환구단 황궁우, 석고전, 칭경기념비전과 탑골공원 팔각정은 

모두 개방형 주위퇴칸식 건축 중에서도 [전면 개방형]에 해당한다. 3장에서 살핀 
바 있는 개방형 주위퇴칸의 기둥 간격 조율을 통한 기둥무리 형성은 이 사례들에
서도 뚜렷하게 살필 수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단순히 주위퇴칸의 너비나 퇴칸
과 협칸의 비율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고, 모퉁이 강조를 심화한 보다 다양한 방편
이 동원된 특징이 있다. 우선, 환구단 황궁우는 폐쇄형 주위퇴칸과 개방형 주위퇴
칸을 모두 갖추고 있다. 폐쇄형 주위퇴칸은 중층 구조의 뼈대가 되었으며, 외곽의 
개방형 주위퇴칸은 입면의 의장성을 돋보이게 하는 장치로 활용되었다. 황궁우의 
개방형 주위퇴칸은 별도의 지붕구조가 덧붙여지면서 형성되었는데, 이는 창덕궁 
존덕정과 유사한 방식이다.

그림 5-51. 환구단 황궁우의 기둥무리 형성

황궁우의 개방형 주위퇴칸에는 한 꼭지점당 3개씩, 총 24개의 퇴주가 있다. 지
붕 추녀가 결구되어 내주와 직접적으로 연결된 8개의 구조적 퇴주와 이를 중심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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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추가된 16개의 의장적 퇴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구조적 퇴주와 의장적 퇴주
의 굵기는 모두 중심부 기둥보다 가늘고, 의장적 퇴주의 위치는 한 변을 6등분하
며 3자 간격으로 배치된 소로와 운공 자리를 기준 삼아서 구조적 퇴주로부터 가
장 가까운 위치에 배치되었다. 즉, 한 면에 자리한 퇴주의 간격이 1:4:1이 되는 것
이다. 창덕궁 존덕정의 퇴주 배치도 이와 비슷하지만, 존덕정에서는 주간 운공이 
쓰이지 않아서 의장적 퇴주의 위치가 보다 자유롭게 결정된 바가 크다. 이처럼 황
궁우는 기둥무리를 통해 모퉁이를 한껏 강조하는 개방형 주위퇴칸의 특징적인 의
장을 보다 선명하게 취하게 되었다. 

그림 5-52. 황궁우 내 개방형 주위퇴칸의 구조적 퇴주와 의장적 퇴주
(출처: 1973년 환구단 1층 앙시도 위 재작도 ; 문화재청, 환구단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2, 368쪽)

그림 5-53. 환구단 황궁우의 개방형 주위퇴칸 남측면
(출처:  문화재청, 위의 책,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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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고전은 정면 5칸, 측면 3칸의 실내 공간이 전혀 구획되지 않은 전면 개방형 
주위퇴칸식 건축이다. 석고전은 현존하지 않지만, 1935년 박문사로의 이건을 위
해 조선총독부가 실측한 도면270)을 통해 소상한 치수 정보를 알 수 있다. 해당 도
면은 일제의 곡척(曲尺)을 사용하였다. 석고전의 주위퇴칸 너비는 4.37자로 기입
되어 있는데, 이를 미터로 환산하면 1,324mm이다.271) 협칸의 너비는 10.10자로 
3,060mm에 해당한다. 퇴칸과 협칸의 비율은 0.43으로 이 숫자는 방형 평면을 가
진 주위퇴칸식 건축 중에서 가장 작다. 이미 기둥무리를 제대로 형성한 축에 속하
지만, 석고전은 기둥의 높이도 월등하게 높아서 모퉁이가 더욱 강조되었다고 판
단된다. 이는 석고전과 규모가 비슷한 정읍 피향정과 비교하면 더욱 잘 드러나는
데, 1930년대 실측 입면도에서 파악한 석고전의 기둥 높이는 약 4.1m으로, 피향
정에서 장초석 위에 놓인 퇴주의 높이보다 무려 1m 이상이 높다.  

그림 5-54. 이전건물(석고전)실측도 [도면1]
(출처: 국가기록원) 

270) 이 도면의 제목은 ‘移轉取毁建物(石鼓殿)實測圖’로 2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도면1]에서 ‘취
훼’를 지우고 ‘이전’을 써넣어서 단순 철거에서 철거 후 이전으로 계획이 수정되었다고 보이지
만, [도면2]에서는 ‘이전취훼’로 적혀 있어 계획변경 여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271) 석고전은 해방 이후 창경원(지금의 창경궁)으로 옮겨져 야외무대로 사용되었다. 1983년에 작
성된 창경원 야외무대 실측도는 1930년대의 실측도보다 정교하지는 않지만, 석고전의 주위퇴칸 
너비는 해당 치수와 매우 근접한 1.3m로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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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5. 기둥 높이를 통한 기둥무리 강조

(a) 정읍 피향정 (b) 석고전

그림 5-56. 퇴주 높이에 따른 기둥무리 형성 차이 
(출처: 정읍시, 피향정 수리보고서, 2004, 14쪽 ; 이성환·이토유키오 편저, 한국과 이토히로부미, 2009, 394쪽)

탑골공원 팔각정은 외관상 퇴주와 내주가 중첩되어 또 다른 양상으로 기둥무리
가 형성된 사례이다. 이는 1968년에 지어진 남산 팔각정과 비교하면 잘 드러난
다. 남산공원 팔각정은 1959년에 세워졌다가 4‧19 이후 철거된 우남정(雩南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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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한 것인데,272) 주위퇴칸이 형성되지 않은 채 8개의 기둥으로만 지지되는 팔
각형 건물이다. 1959년 낙성식에 비춰진 우남정과 현재의 팔각정 모습을 살피면 
아마도 우남정 건립 당시부터 탑골공원 팔각정을 의도적으로 모방한 것으로 추정
된다.273) 남산 팔각정의 외관은 탑골공원 팔각정과 상당 부분에서 닮았다. 기단 
모양과 평면 규모와 높이가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비례를 비롯하여 주간 운공을 
사용한 이익공과 낙양 장식이 모두 충실하게 재현되었다. 그러나 퇴칸 없이 평주
만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입면에서의 공백이 크게 인지되며, 퇴주와 내주가 중
첩된 탑골공원 팔각정과 같은 기둥무리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b) 주위퇴칸이 있는 탑골공원 팔각정

(a) 퇴주와 내주의 중첩으로 인한 기둥무리 효과 (c) 주위퇴칸이 없는 남산공원 팔각정

그림 5-57. 탑골공원 팔각정의 기둥무리와 남산공원 팔각정

272) 우남정 역시도 주위퇴칸이 없는 팔각형 건물이었다. 탑골공원 팔각정까지를 포함하여 팔각형 
건물은 ‘신성한 아우라’를 지니고 있었지만, 해방 이후 본래의 의미는 퇴색되었다고 볼 수 있다.  
남산 팔각정 이후 북악스카이웨이를 비롯한 서울과 지방 도처에 팔각정이 우후죽순 건립되었다. 
-전우용, ｢탑골공원 –민족운동의 시발지에서 실버문화벨트로｣, 서울역사박물관 문화탐방체험교
실, 2010

273) 국가기록원, CET0066461,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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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4. 개방형 주위퇴칸과 모임지붕의 결합
4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정방형 평면을 갖는 주위퇴칸식 건축은 대개 팔작지

붕이었다. 모임지붕은 실용적인 목적 이외에 주로 중국건축 의장을 의도하는 특
수한 경우에만 적용되었다. 그런데 1866년(고종3) 경복궁 동십자각과 서십자각, 
그리고 1903년(고종40) 칭경기념비전이 모두 모임지붕을 취한 점이 주목된다. 
정방형 평면에서 가장 흔하게 적용되었던 팔작지붕을 탈피하게 된 것은 건축사적
으로 하나의 사건이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도성의 문루와 궁궐의 정문에 우진각
지붕이 적용된 사실과 연관 지어서 이해할 수 있다.     

경복궁 중건 이전에 있었던 신축에 해당하는 가장 큰 관영공사는 18세기 말 수
원 화성이었다. 이때의 경험은 경복궁 중건시 큰 영향을 주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수원 화성의 장안문(長安門)과 팔달문(八達門)이 초축부터 우진각지붕이 적용되
었던 것처럼, 경복궁 중건시에도 광화문(光化門)이 우진각지붕으로 지어졌다. 이
와 더불어 광화문 양 옆으로 궁장의 동쪽과 서쪽 모퉁이에 놓인 동·서 십자각(東
西十字閣)에도 모임지붕이 적용되었다. 원래 ‘십자각’이라는 건물의 명칭이 용마
루가 직교하는 모습에서 비롯되었다는 의견도 있으나274) 반드시 지켜져야만 하
는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창경궁에 현존하는 남북십자각(南北十字閣)의 
지붕형식은 교차하는 용마루를 가진 팔작지붕이지만, 1866년에 완성된 경복궁 동
편과 서편 각루에는 주위퇴칸과 모임지붕이 결합된 건축이 세워졌고 함께 지어진 
우진각지붕의 광화문(光化門)과 호응을 이루었다.   

→

(a) 창경궁 북십자각 (b) 경복궁 동십자각

그림 5-58. 궁궐의 각루를 통해 본 십자각 지붕형식의 변화 

합각을 의장적 요소로 바라보면 모임지붕은 팔작지붕 보다 간소화된 지붕형식
274) 문화재청, 경복궁 동십자각 실측조사보고서, 2010, 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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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이해될 수 있다. 이는 고종이 도성 문루 전체를 중수하는 일을 경복궁 중건
공사로 인한 형편을 걱정하여 간략하게 할 것을 명한 일과도 관련 있어 보인
다.275) 그리고 18세기에서 19세기 전반까지의 다수의 회화 사료에서 숭례문(崇
禮門), 흥인지문(興仁之門), 돈의문(敦義門), 창의문(彰義門), 창덕궁 돈화문(敦
化門), 창경궁 홍화문이 모두 팔작지붕으로 그려졌는데, 이 사실은 현재의 우진각
지붕으로 변화된 시점이 19세기 중후반일 수 있다는 가설의 근거가 된다.

한양도성의 사대문과 사소문, 그리고 동궐의 돈화문(敦化門)과 홍화문(弘化門)
은 현재는 모두 우진각지붕이지만, 초축 당시에는 팔작지붕이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18세기 여지도서의 ｢도성도｣276), <경기감영도(京畿監營圖)>277), <이
기룡필 남지기로회도(南池耆老會圖)>278), 겸재 정선(謙齋 鄭敾, 1676~1759)의 
<동문조도(東門祖道)>279)와 <창의문도(彰義門圖)>,280) 19세기 초 <동궐도
(東闕圖)>에서 도성 주요 문루와 돈화문과 홍화문이 합각이 있는 팔작지붕으로 
그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1960년대 숭례문 해체실측조사로 목부재 분석을 통해 
숭례문의 지붕형식이 원래는 팔작지붕이었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281) 
서울남대문수리보고서(1966)에서는 팔작지붕에서 우진각지붕으로 개건된 시점
을 성종 연간으로 추정하였으나,282) 숭례문의 목부재 연대측정 결과 상층과 하층
275) "궁궐을 짓는 공사가 아주 커서 아직 공사를 끝내지 못한 곳이 많은데, 이것은 일의 형편이 

부득이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중추부(中樞府)와 사헌부(司憲府), 육조(六曹)의 아문은 햇
수가 오래되어 무너져서 지금 한창 중건하고 있으며, 사학(四學)과 의금부(義禁府)의 감옥 역시 
모두 수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각 성문을 두고 말하더라도 곳곳이 무너져서 보기에 허술한데, 
동문(東門)의 경우에는 전체가 손상되어 하루가 급하니, 진실로 지금 곧바로 수리하지 않는다면 
이 뒤에 공력이 새로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들 것입니다. 이것은 해야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일
과는 크게 다릅니다. 그러니 아울러 영건도감으로 하여금 즉시 거행하되 차례로 완공시키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윤허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각 성문을 지금 막 차례로 수리
하라고 하였는데, 여러 해 동안 공사를 한 뒤라 인력이 이미 고갈되었다. 이 일은 급하지 않은 
일과는 차이가 있어서 부득이 곧바로 공사를 하게 하였으나, 만약 공사를 크게 벌린다면 마침내
는 백성들에게 해를 끼칠 염려가 있다. 이미 자전(慈殿)의 하교를 받들었으니, 수리하는 모든 
일을 되도록이면 간략하게 하기를 힘써 백성들을 위하여 부담을 줄여주는 뜻을 보이라." 하였
다. -고종실록 1868년(고종5) 9월 7일 1번째 기사

276)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277) 삼성리움미술관 소장
278) 서울대학교 박물관 소장
279) 이화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280)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281) 정인국, 한국건축양식론, 일지사, 1974, 120쪽 ; 이에 대하여 류성룡, ｢‘숭례문 지붕형식 변

경설’ 再考｣,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5(12), 2009은 우진각지붕의 경사도가 완만해진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82)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 『서울남대문수리보고서, 대한공론사, 1966, 82쪽 ; 문화재청, 숭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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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추녀부재가 고종 연간의 것이라는 점과 위에서 인용한 고종실록의 내용과 
여러 회화 자료를 종합하면, 1860년대 이후가 가장 유력해 보인다. 

실제로 숭례문의 경우, 1960년대 해체실측조사시 원래는 팔작지붕이었다는 주
장이 제기된바 있으며,283) 2011년 숭례문의 목부재 연대측정 결과 상층 추녀부
재 2개와 하층 추녀부재 3개가 고종 연간의 것이라는 점이 밝혀졌다.284) 이는 
1860년대에 추녀를 대부분 교체하는 큰 규모의 중수가 있었음을 의미한다. 만약 
이 시기에 성문과 궐문이 팔작지붕에서 우진각지붕으로 변화하였다면, 여기에는 
고종의 명령에 따라 합각부에 들어가는 물력과 비용을 절감하고자 한 의도가 일
정부분 자리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06, 70쪽 재인용
283) 정인국, 한국건축양식론, 일지사, 1974, 120쪽 ; 이에 대하여 류성룡, ｢‘숭례문 지붕형식 변

경설’ 再考｣, 대한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 25(12), 2009은 우진각지붕의 경사도가 완만해진 
것일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284) 숭례문 화재 이후 2011년에 실시된 연륜연대 분석 조사에 의하면, 숭례문 상층 추녀부재 2개
(남서, 북동)와 하층 추녀부재 3개(북동, 남서, 남동)가 1859~1877년(신뢰구간 95.4%) 부재로 
측정되었고, 나머지 추녀부재는 모두 1960년대로 측정되었다. (문화재청, 숭례문 목부재 연륜
연대 분석 및 기증목재 기초조사 연구보고서, 2011, 44, 262~265, 267쪽). 이 분석결과는 숭
례문 상층부의 지붕형식이 팔작지붕에서 우진각지붕으로 변경된 시점을 1860년대로 좁힐 수 있
는 근거가 될 수 있다. 

285) 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연구소, 서울 한양도성(재판), 2019 
286) 숭례문의 공사 기록은 성종대 이후 잘 나타나지 않는다(서울틀별시 중구, 숭례문 정밀실측조

사보고서, 2006, 70-71쪽). 그러나 숭례문 화재 이후 2011년에 실시된 연륜연대 분석 조사에 

연
번

명칭 및 공사 기록285) 전근대기 팔작지붕의 근거사료
근대기 사진 속 

지붕형식
전근대기 회화 
속 지붕형식 여지도서 ｢도성도｣ 기타 회화자료

1

숭례문286)

중층우진각 중층팔작

2

흥인지문
1869년(고종6) 중건

중층우진각 중층팔작

표 5-5. 서울 성문과 궐문 중 지붕형식 변화가 추정되는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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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궐 정문의 지붕형식이 변경된 시점은 도성 문루보다 조금 빨랐을 것으로 추
정된다. 창덕궁 돈화문과 창경궁 홍화문은 <동궐도>에 팔작지붕으로 그려졌
다.287) 1608년(광해군 원년)에 재건된 창덕궁 돈화문은 1744년(영조20)에 수개

의하면, 숭례문 상층 추녀부재 2개(남서, 북동)와 하층 추녀부재 3개(북동, 남서, 남동)가 
1859~1877년(신뢰구간 95.4%) 부재로 측정되었고, 나머지 추녀부재는 모두 1960년대로 측정
되었다. 이는 1860년대에 추녀를 대부분 교체하는 큰 규모의 중수가 있었음을 의미한다(문화재
청, 숭례문 목부재 연륜연대 분석 및 기증목재 기초조사 연구보고서, 2011, 44, 262~265, 
267쪽). 이 분석결과는 숭례문 상층부의 지붕형식이 팔작지붕에서 우진각지붕으로 변경된 시점
을 1860년대로 추정하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직접적인 근거가 된다. 

287) 문화재청, 창덕궁 돈화문 정밀구조안전진단 보고서, 2015, 24쪽 ;  이 점에 대하여 선행연
구에서는 대부분 화공(畫工)의 실수로 여기거나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하지만 <동궐도>
에서 습취헌(拾翠軒)과 희우정(喜雨亭)과 같은 작은 규모의 우진각지붕조차 매우 정확하게 표
현되었음을 고려한다면, 돈화문과 홍화문의 팔작지붕은 사실적인 묘사 그대로였을 가능성이 더 

연
번

명칭 및 공사 기록285) 전근대기 팔작지붕의 근거사료
근대기 사진 속 

지붕형식
전근대기 회화 
속 지붕형식 여지도서 ｢도성도｣ 기타 회화자료

3

돈의문
1711년(숙종37) 중건

1749년(영조25) 현판교체

단층우진각 단층팔작

4

창의문
1741년(영조17) 중건

단층우진각 단층팔작

5

창덕궁 돈화문

중층우진각 중층팔작

6

창경궁 홍화문

-

중층우진각 중층팔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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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록이 있으나 그 이후의 공사기록이 없어 언제 지붕공사가 이루어졌는지 알
기 어렵다.288) 창경궁 홍화문은 1830년(순조30) 대화재로 소실되었고, 지금의 
홍화문은 1834년(순조 34)에 재건된 것으로 확인된다.289) 바로 이때에 우진각지
붕으로 변경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된다. 한편, 남십자각과 북십자각의 지붕
형식이 팔작지붕을 교차한 모습으로 합각이 남아있는 것은 1830년의 대화재 피
해를 입지 않았기 때문에 이전 모습이 남아있기 때문으로 짐작된다. 즉, 창경궁의 
정문과 양 옆의 십자각은 합각을 사용한 지붕형식으로 맞춰진 의장이었다고 생각
된다.       

그림 5-59. 창경궁 홍화문과 남북십자각
(출처: 문화재관리국, 동궐도, 1991 ; 문화재청, 창경궁 홍화문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0)

19세기 이전 모든 궁궐의 정문이 팔작지붕이었던 것은 아니었다. 고려대학교박
물관 소장 <서궐도안(西闕圖案)>은 1829년 화재로 소실되기 전 경희궁의 전경
을 담은 밑그림이다. 채색이 가해지지 않은 미완의 그림이지만 정밀하고 자세한 
묘사가 돋보인다. 흥화문(興化門)은 측면와 정면이 함께 그려져 있는데, 정확하게 
우진각지붕이 표현되어 있다. 

한편, 경복궁 동·서십자각에서 모임지붕을 채택한 것을 두고 중국 북경 고궁의 
높다. 특히나 궐 밖 백성 누구나 외관을 인지할 수 있었던 돈화문과 홍화문을 그리는데 실수를 
하거나 감히 다르게 표현할 수 있었을지는 재고의 여지가 있다. 오히려 <동궐도>가 그려지고 
난 이후 어느 시점에 팔작지붕으로 고쳐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88) 문화재청, 위의 책, 2015, 20쪽
289) 문화재청, 창경궁 홍화문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0, 7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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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문(午門) 양 옆에 위치한 중층각루의 모임지붕의 영향으로 보는 해석도 있
다.290) 이 해석에 덧붙여 해당 고궁의 중층각루가 위랑, 즉, 개방형 주위퇴칸과 
매우 흡사한 의장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 주목된다. 마치 합각의 부재로 인한 외관
의 밋밋함을 개방형 주위퇴칸이 채웠다고 보일 만큼, 동서십자각의 사방 입면에
서 개방형 주위퇴칸이 발산하는 의장성은 궁궐 각루의 위용에 상당한 비중을 차
지한다. 함흥읍성(咸興邑城) 북동쪽에서 볼 수 있는 폐쇄적 공간구조의 모임지붕
을 가진 각루군과 매우 대조적이다. 함흥읍성의 정문과 주변건물들은 모두 팔작
지붕이었지만, 읍성의 주요 장소에서 벗어난 곳에는 모임지붕 쓰였다. 이 모임지
붕 각루들은 대개 내주가 있는 3x3칸, 또는 2x2칸 규모로 보이는데, 모두 폐쇄적
인 구조를 이루고 있고 북산루(北山樓)를 제외하고는 외관에 크게 공을 들인 건
물로 보이지는 않는다.   

(a) 주위퇴칸과 모임지붕이 적용된 북경 고궁 각루 (b) 18세기 <함흥읍도>

그림 5-60. 모임지붕이 적용된 각루 사례
(출처: Google ; 충남역사박물관 소장, 충청남도 유형문화재 제217호))

경복궁 동서십자각과 칭경기념비전에서 개방형 주위퇴칸과 모임지붕의 조합이 
쓰인 것도 19세기 중후반부터 합각을 두지 않는 지붕형식이 널리 쓰이게 된 현상 
또는 중국건축의 모티브에서 출발하였을 가능성이 크다. 정방형 평면이면서 모임
지붕을 가진 사례는 4장에서 살핀 바와 같이 매우 한정되어 있었다. 특히 바로 인
접한 기로소의 영수각이 똑같은 정방형 평면의 3x3칸 주위퇴칸식 건축이면서 팔
작지붕이었다는 점에 비추어보면, 칭경기념비전의 모임지붕이 매우 특별한 것이
었는지를 알 수 있다. 고종 연간 주위퇴칸식 건축의 모임지붕은 우진각지붕이 도
성 문루와 궁궐 정문에 본격 적용되기 시작한 19세기 중후반의 연속선상에 위치

290) 문화재청, 위의 책, 2010, 55, 5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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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과 동시에, 합각을 만들지 않음으로써 지붕공사를 간단히 하는 현실적 대안이
기도 하였다.

그림 5-61. 칭경기념비전 평입단면도 

한편, 석고전은 나란히 배열된 세 개의 돌북을 위한 보호각이었기 때문에 처음
부터 장방형으로 계획되었고, 여기에 적용된 지붕형식은 팔작지붕이었다. 4장에
서 살핀 바와 같이 장방형 평면에서 가능한 지붕형식은 팔작지붕과 우진각지붕인
데, 측면 3칸 규모의 주위퇴칸식 건축으로서 구조적 제약이 적은 것은 팔작지붕
이다. 칭경기념비전은 정방형 평면이므로 모임지붕과 팔작지붕 중 하나를 골라야
하는 상황을 가정할 수 있지만, 석고전은 팔작지붕 외에 다른 대안이 없었다. 

칭경기념비전과 석고전은 비각이 비석에 종속된 보호각 차원을 벗어나 독립적
인 전각으로 변화하였다는 중대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 칭경기념비전의 규모와 
높이는 비석보다 훨씬 여유 있게 계획되어 비각이 먼저 건립되고 난 이후 비석이 
수립될 수 있었다. 홍릉 이전 기본형으로 지어졌던 왕릉 비각에서 석물이 먼저 세
워진 뒤 비각 상량이 이루어졌던 것과 대조된다. 석고전은 비각이 완성된 이후 6
년이 지나서야 돌북이 입배되기도 하였고, 후술할 내용이 되겠지만, 건축물 자체
의 완성도를 인정받아 일제강점기에는 남산의 박문사(博文寺)로, 해방 이후에는 
창경원(昌慶苑)으로 이건되어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칭경기념비전과 석고전 모두 
비석에 새겨진 글귀나 석물 자체의 의미보다도 계획 단계에서부터 비각이 중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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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우선적으로 추진되었고, 독립된 전각으로서의 입지가 강화됨으로써 비각건축
의 변화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62. 칭경기념비전이 완성되고 비석을 입배하는 모습 
(출처: 문화재청, 서울고종어극40년칭경기념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2)

 

그림 5-63. 석고전 내 누워 있는 세 개의 돌북
(출처: 국사편찬위원회 소장 유리건판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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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고종 연간 주위퇴칸식 기념비 건축의 영향

5.3.1. 일제강점기 사료 속 주위퇴칸식 건축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 중에는 고적보존과 관련되어 시기

별로 묶여진 문서철이 방대하게 남아있다. 이중에서 다이쇼(大正) 11년~13년 
고적보존은 1922년에서부터 1924년까지 총 43건의 보존처리와 관련된 다양한 
업무기록을 묶은 문서철인데, 이중에 전남 해남의 한 주위퇴칸식 비각에 대한 내
용이 있어 주목된다. ｢이순신비(李舜臣碑) 비각 수선 건｣으로 허가원(許可願)과 
변경원(變更願)이 있으며 각각에 해당하는 도면이 있다.291)  

해남 명량대첩비(海南 鳴梁大捷碑)292)는 명량대첩을 승리로 이끈 이순신 장군
을 기리기 위해 1688년(숙종14)에 세워진 비석이다. 이 비석은 일제강점기인 
1942년에 전국의 수많은 비석들과 함께 경복궁으로 옮겨졌다가, 해방 이후 우수
영(右水營) 지역 유지들의 노력으로 1950년 해남으로 돌아왔고, 2011년 조선시
대 우수영(右水營)이 위치했던 원래의 자리로 옮겨져 현존하고 있다. 

이 비석을 위한 보호각은 해방 이후에 만든 것이 아니라 일제강점기 이전부터 
있던 것으로 추정된다, 조선총독부박물관 문서에 ‘수선 건’이라 기록되었기 때문
이다. 허가원 도면과 변경원 도면을 종합하면 이 비각은 한 변의 길이가 11자(약 
3,333mm)인 중심부에 너비 4자(1,212mm)의 주위퇴칸이 둘러진 정면 3칸, 측면 
3칸 팔작지붕 비각이며, 8자(2,424mm) 높이의 장초석을 사용하였다는 점이 현
존하는 비각과 일치한다.293) 자세한 내막은 알 수 없지만 일제강점기 말 이 비석
이 경복궁으로 옮겨졌을 때 이 비각은 원래의 자리에 남아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
다. 

명량대첩비각은 정칸과 퇴칸의 비율은 현황 실측도를 기준으로 보면 0.45로 나
타난다. 이 수치는 0.43이었던 석고전과 비슷한 수준이며, 기둥무리가 강하게 형

291) ｢이순신비(李舜臣碑) 비각 수선 건｣, 대정11년-대정13년까지 고적보존, 관리번호 A061, 
목록번호 96-101

292) 1597년(선조30) 명량대첩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한 비문이 1686년(숙종14)에 쓰였고 비석은 
2년 뒤인 3월 전라우도수군절도사 박신주(朴新胄)에 의하여 세워졌다. 보물 제 503호로 지정되
었으며, 현재 전남 해남군 문내면 우수영안길 34에 위치한다.  

293) 단, 현황 실측도에 의한 주칸 거리는 이와 다소 차이가 있다. 중심부는 정면 3,390mm, 측면 
3,090mm 이며, 주위퇴칸의 너비는 1,460m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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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된 편이라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주칸 구성과 석주(石柱)에 가까운 장초석 등이 
결합되어 매우 독특한 외관을 형성하고 있다. 이 석주는 허가원 첨부도면에는 없
다가 변경원 첨부도면에서 등장하는 것으로 원래는 일반 초석을 사용하였던 것에
서부터 수선 공사를 하면서 석주로 교체되었다고 판단된다. 단, 정방형 평면이면
서 모임지붕이 아닌 팔작지붕을 취한 점은 지방에 세워진 비각건축으로서 이전 
시기의 관습을 그대로 따른 결과로 여겨진다. 

(a) 허가원 첨부도면 (b) 변경원 첨부도면

그림 5-64. 이순신비 비각 수선 건 문서에 첨부된 설계도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조선총독부 문서 ｢이순신비(李舜臣碑) 비각 수선 건｣, 대정11년-대정13년까지 고적보존)

그림 5-65. 명량대첩비각 현황 평입단면도
(출처: 국가기록원, DA0275345,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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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덕수궁원안(德壽宮原案)은 1915년 궁내부 이왕직이 덕수궁 중심권역 166
여 채의 건축물 현황을 조사한 보고서이다.294) 경운궁은 1907년 이후 덕수궁이
라 불리게 되었고, 1919년 고종 승하 이후 빈 궁궐로 남아 있다가 1930년대 공원
화 사업으로 크게 훼철되었다. 덕수궁원안에는 지은 지 당시 2년여 정도 밖에 
되지 않은 주위퇴칸식 건축인 구여당(九如堂)이 포함되어 있다. 구여당의 존재는 
오다 쇼고(小田省吾)의 덕수궁사(德壽宮史)(1938)를 통해 이미 알려져 있었는
데, 2016년 덕수궁원안이 공개되면서 구여당의 내부 구성과 구체적인 모습이 
드러났다. 불완전 폐쇄형 주위퇴칸을 갖추었다는 점에서는 이전 다른 궁궐 침전
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층단지붕 없는 2층이라는 점과 개방된 주위퇴칸이 1칸
뿐이라는 점이 이색적이며 양 옆 온돌방 크기가 비대칭인 점이 다르다.

   

그림 5-66. 1913년 덕수궁 함녕전 북편에 건립된 구여당 전경
(출처: 小田省吾, 德壽宮史, 李王職, 1938)

294) 장필구, ｢1915년 덕수궁 실측자료의 기초 분석–국가기록원 소장 덕수궁원안을 대상으로｣,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2016 ; 이후 2017년 11월에 문화재청 덕수궁 관리소, 
덕수궁원안 번역 및 해제 보고서가 발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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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7. 덕수궁 구여당 실측평면도
(출처: 문화재청, 덕수궁원안 번역 및 해제 보고서, 2017, 474쪽 위 재작도)

그림 5-68. 구여당의 위치 추정도 
(80: 구여당, 81: 구여당 행각) (출처: 문화재청, 덕수궁원안 번역 및 해제 보고서, 2017)

구여당과 관련하여 덕수궁원안에 기록된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은, 심의석
(沈宜碩, 1854~1924)이 청부인(請負人)으로 등장한다는 점이다. 심의석은 ‘함녕
전 행각 및 구여당 복도 일부분’, ‘주방 떡방앗간’, ‘구여당’, ‘구여당 복도 일부분’
에 해당하는 건물조사보고 문서의 적요(摘要)란에 기록되어 있다. 1913-1914년 
함녕전 뒤편에 구여당과 행각 신축에 깊이 관여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경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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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京城府史)에서는 앞서 살핀 칭경기념비전, 환구단 황궁우, 탑골공원 팔각정, 
석고전도 모두 심의석이 설계‧감독한 것이며, 경성부의 저명한 조선 근대건축은 
대부분 이 사람 손으로 축조된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295) 구여당은 2층 전각으로
서 기둥의 높이와 간격 비례가 특히 석고전과 유사한 입면을 가지고 있다. 아직까
지 발견된 사진이 오다 쇼고의 덕수궁사에 실린 한 장 뿐이기 때문에 운공 사용 
여부와 같은 세부적인 요소까지 파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그림 5-69. 덕수궁 구여당 적요(摘要)란에 기록된 청부인 심의석
(출처: 문화재청, 덕수궁원안 번역 및 해제 보고서, 2017, 474쪽 위 재편집) 

심의석은 익히 알려진 바대로 전통과 근대의 교두보 역할을 한 건축가이자 시
공자, 기술직 관료로 평가할 수 있다. 그는 1854년(철종5) 서울 출신으로 명동에
서 활동하는 장인으로 청년기를 보냈고, 고종 후원의 배재학당(培材學堂) 공사를 
계기로 1895년(고종32) 42세 때 무과에 급제하여 내부 기수(技手)가 되었는
데,296) 이미 숙련된 기술직이었기 때문에 곧 기사(技師)로 승급했던 것으로 보인
다. 시기적으로 그에게 가장 주요했던 업무는 1897년(고종34) 선희궁(宣禧宮) 

295) 京城府史 卷2, 1936, 59쪽 ; 서울역사편찬원, 국역 경성부사 제2권, 2013, 75쪽 ; 이어
서 “1924년 7월 21일 63세를 일기로 장서(長逝)하였다.”고 하였는데, 나이는 오류로 보인다. 

296) 우대성, ｢한국의 근대건축의 기수 심의석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16(2), 1996, 15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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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공사와 환구단 조성, 1899년(고종36) 황궁우 설계‧시공관리였던 것으로 추
측된다.297) 한편 이 시기 심의석은 내직(內職)으로 독립협회와 감리교 일도 도맡
았던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으로 1897년 독림문 시공, 1898년 정동제일교회 시
공, 1901년 그가 교인으로 있던 상동교회 설계‧시공이 있다.298) 

심의석이 환구단과 같이 중대한 공사에 관여하였다는 기록은 훗날 경성부사
에서만 나타나고 환구단 조성공사에 참여한 관료를 시상한 명단에는 나타나지 않
기 때문에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쓰인 경성부사의 내용을 그대로 신뢰하기 힘
들다는 일부 해석도 있으나,299) 덕수궁원안의 구여당 문서에서 발견된 그의 이
름은 동시대의 기록으로서 가치가 있다. 1900년대 초 경운궁의 연이은 화재로 인
한 복구공사에서도 심의석의 이름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은, 이때는 그가 내부 소속
이었으므로 궁궐 공사에는 관여하지 않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 시기는 대신 
1902-1903년은 조야송축소와 송성건의소로부터 각각 의뢰를 받은 칭경기념비
전과 석고전을 진행하던 때였다. 이 두 건의 기념물 조성이 내직으로서의 일이었
는지 내부 기사로서의 일이었는지는 더 이상의 자료를 구할 수 없어 명확한 구분
이 어렵다.

1907년(순종1) 8월에는 기술직 관료로서는 이례적으로 궁내부(宮內府) 영선
사장(營繕司長)에 올랐다. 순종이 이어할 창덕궁 수리와 각 관청 신축 관련 업무
를 맡았고300) 이때의 공훈으로 1908년(순종2) 1월에는 훈3등의 팔괘장(八卦章)
을 수여받았다. 그런데 그 해 3월에 내장원(內藏院) 기사301)를 사직하였고, 내부 
기사로 그 해 9월에 재임명되었다.302) 그 뒤의 관직 이동 여부는 알 수 없다. 심
의석이 창덕궁 공사에서 세운 공훈은 1913년 덕수궁 구여당 신축공사와 자연스
럽게 연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덕수궁원안에 ‘청부인’으로 기록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시기에는 관직에서 벗어났을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297) 승정원일기 1897년 5월 21일 5번째 기사, 6월 19일 8번째 기사, 9월 13일 12번째 기사 ; 

그의 직책은 별감동(別監董)이었는데, 별감동은 큰 공사에 특별히 임시로 임명하는 감독관을 의
미한다. 장인 출신이자 내부 소속으로서 궁내부 업무를 하였기 때문으로 보인다. 

298) 최준호, 근대기 서울의 개신교 교회의 건축 실험과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
학위논문, 2015, 82쪽

299) 문화재청, 환구단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2, 174쪽
300) 이규철, ｢통감부 시기 궁내부 왕실 건축조직의 개편｣, 건축역사연구 23(5), 2014, 65쪽
301) 궁내부 영선사는 1907년 11월에 내장원 토목과로 이관되었다. 심의석은 궁내부 영선사장에서 

내장원 토목과 기사가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302) 승정원일기 1908년 9월 11일 5번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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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 발주처

연도 나이 감리교 기타 내부
궁내부

(1897년 11월 이후 
내장원으로 이관)

1854 출생

1887 34 배재학당
1889 삼문출판사
1890
1891
1892
1893
1894 40
1895 내부 기수 임명
1896 독립문

1897 이화학당
5~6월 선희궁이건 

별감동 
환구단

1898 정동제일교회
(시공)

1899 환구단 황궁우
1900
1901 상동교회
1902 협률사

1903 칭경기념비전(조야송축소)

석고전(송성건의소)
탑골공원 팔각정

1904 50
1905
1906

1907 창덕궁 수리 궁내부 영선사장 
임명

1908 9월 내부 기사 
재임명

1월 훈3등 특서 
팔괘장

3월 내장원 사직
1909
1910 석조전(시공)
1911
1912
1913 덕수궁 구여당
1914 60

1924 70세 
사망

표 5-6. 심의석(沈宜碩, 1854~1924) 주요 건축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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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2.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 존립 양상
경복궁 동‧서십자각, 환구단 황궁우, 석고전, 칭경기념비전, 탑골공원 팔각정은 

모두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을 거치며 다양한 변화를 맞이하였다. 이들의 변화 
양상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경우와 해당 위치에서 주변 환경이 크게 바뀐 경우, 
해당 위치에서 주변 환경이 바뀌었다가 전혀 다른 곳으로 이건된 경우, 그리고 큰 
변화 없이 양호하게 유지된 경우로 나누어 살필 수 있다. 

완전히 사라지게 된 경우는 경복궁 동십자각과 짝을 이루었던 서십자각이 해당
한다. 1923년 10월 5일 개장 예정인 조선부업품공진회를 위해 9월부터 광화문
(光化門)~영추문(迎秋門)에 전차 노선 공사가 시작되었는데, 서십자각 부분의 
길이 너무 좁고 굽이져 전차 선로를 놓을 수 없다는 이유로 궁장(宮牆)을 서십자
각에서 광화문까지 50칸, 서십자각에서 영추문까지 10칸을 허물 계획이라는 기사
가 있다.303) 이 기사에 따르면 전차 선로는 십자각의 뒤로 지나갈 것이라 하였지
만, 담장을 허물면서 결국 서십자각도 철거한 것으로 보인다.304) 한편, 동십자각
은 해당 위치에서 주변 환경이 크게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 광화문 동쪽의 전차노
선은 안국동을 향해 직선으로 놓였고, 그 덕분에 동십자각은 철거를 면할 수 있었
다. 하지만 동십자각 주변 궁장은 1929년 경복궁에서 열리는 조선 박람회 때 많
은 사람들이 다닐 수 있도록 길을 넓힌다는 명목 하에 철거되었다. 이를 알리는 
기사에는 박람회가 끝나면 원상 복구를 할 것이라는 내용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
았다.  

그림 5-70. 철거 중인 동십자각 주변 궁장 
(출처:  조선일보, 1929년 7월 4일자 ; 문화재청, 앞의 책, 2010 재인용) 

303) 북궐도형에 다르면 서십자각에서 광화문까지는 80칸이고, 영추문까지는 101칸이다.
304) 영추문 전차는 그해 10월 4일 개통되었다. 1926년 4월, 남은 궁장이 전차의 진동으로 무너지

는 사고가 발생한 것을 계기로 영추문도 헐리게 되었다(｢영추문뎐차의개통과쟝식즁의광화문｣, 
동아일보, 1923년 10월 4일자 ; ｢영추문엽궁장이문허저서｣, 조선일보, 1926년 4월 2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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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십자각은 해당 박람회장 입구의 대형조형물을 고정하기 위한 지지대로 전락
하는 수모를 겪었다. 이 대형 조형물은 그 높이가 동십자각의 2,3배에 달했는데, 
이를 지지하기 위하여 동십자각 석축은 사방으로 1m 높이에 철심이 박혔고305) 
상부에는 동십자각과 전혀 다른 건물 모양의 조형물이 만들어졌다. 박람회 후 이 
조형물은 철거되었지만, 동십자각은 도로 중앙에 고립된 채로 현재까지 남아있다.  

그림 5-71. 1929년 동십자각 덧씌워 설치된 대형 박람회 구조물   
(출처: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조선박람회장배치도> 전체 및 부분확대 ; 조선대박람회사진첩(1929) 재편집) 

305) 문화재청, 앞의 책, 2010, 7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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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구단 황궁우도 해당 위치에서 주변 환경이 크게 바뀐 경우에 해당한다. 일단 
황궁우와 축을 이루고 있었던 환구단은 1914년 조선철도호텔이 건립되면서 파괴
되었다. 조선철도호텔은 황궁우를 마치 후정(後庭)의 조형물처럼 삼고 그 이미지
를 홍보물에 상업적으로 이용하였는데, 황궁우는 1960년대 조선호텔이 영빈관
(迎賓館)으로서 쓰일 때에도 적절하게 활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306) 1969년 웨
스틴호텔이 인수하며 1914년에 지어진 기존 철도호텔을 헐고 신축공사가 벌어졌
는데, 이 과정에서 환구단의 정문은 우이동의 골프장으로 방매되었다가 2007년에 
환구단 정비계획과 함께 원위치와 비슷한 곳에 복원되었다.307) 

 

306) 1961년 조선호텔은 대한민국 정부로 이양되었고 남산에 영빈관이 조성되는 1967년 전까지 
반도호텔과 함께 영빈관(迎賓館)의 기능을 수행하였다. 조선호텔은 반도호텔과 달리 환구단의 
담장에 둘러싸여 고궁과 같은 이미지를 구축할 수 있었다. -최민현, 근‧현대 국가주도 호텔의 
건설과 자본주의 유입에 따른 변화, 서울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석사학위논문, 2015, 74, 77
쪽

307) 문화재청, 환구단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2

그림 5-72. 조선철도호텔 홍보물의 황궁우 
(출처: 2014년 <조선호텔 100주년 기념전시회–기억 그리고 유산> 중 전시물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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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3. 1915년 발행 조선호텔 안내책자에 수록된 배치도
(출처: 2014년 <조선호텔 100주년 기념전시회–기억 그리고 유산> 중 전시물 촬영)

환구단 옆 부지에 있던 석고전은 주변 환경의 변화를 겪다가 1930년대와 1960
년대 두 차례 이건 된 후에 철거되어 멸실된 사례다. 1903년(고종40) 석고전이 
준공되고 한성부민회가 사용하게 되었다는 내용을 앞서 언급하였다. 돌북이 완성
된 1909년 11월이 되면 한성부민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고자 하였지만 실행되지 
않았고 이듬해인 1910년 8월 한일합방조약 후 한성부민회는 경성부민회로 개칭
된 채 계속 석고전 영역을 사용하였다. 1911년 장시(場市)를 개설한다며 중문과 
기타 석재가 철거되었고, 장시 대신 대형공원 계획이 세워져 환구단과 석고단 사
이의 담장이 허물어졌다.308) 1923년에는 석고전과 광선문(光宣門) 사이에 총독
부도서관과 서너 동의 부속건물이 세워졌다. 석고전은 도서관의 뒤편과 부속건물
에 둘러싸여 갇힌 형국이 되었고,309) 1935년 3월 23일자 매일신보 기사310)는 석
고전을 두고 ‘숨은 장미(薔薇)와 같은 건축물로 국보적(國寶的) 조선대표건물에 
하나’로 소개하면서 석고전이 박문사(博文寺)의 종루(鐘樓)로 쓰이기 위해 명목
으로 옮겨질 것이라고 하였다.

308) ｢부민회관의 개시와 공사｣, 매일신보, 1911년 7월 20일자 ; ｢대공원설치계획｣, 매일신보, 
1911년 9월 5일자

309) 현재까지 알려진 석고전 사진은 모두 1923년 이후 촬영된 사진이기 때문에 배경에 총독부도
서관 건물과 부속 건물들이 등장한다.

310) ｢춘풍추우 40성상 석고전 유래, 불원 박문사로 이전｣, 매일신보, 1935년 3월 23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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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4. (右)1935년 석고전 이건 기사 (右)박문사 배치도
(출처: 국가기록원 소장 이등공추복사원신축부지설계평면도 위 재작도 / 백색점선 : 現 신라호텔 영빈관)

박문사는 1932년 서사헌정(현 중구 장충동) 산 4-5번지에 조성된 이토 히로
부미(伊藤博文)의 보리사(菩提寺)였다.311) 경복궁 선원전과 경희궁 흥화문을 가
져와 각각 고리(庫裡)과 총문(總門)으로 삼았고, 신축 본당은 철근콘크리트조였
다.312) 석고전이 이건된 시점은 1935년부터 1936년 이전으로 추정된다. 박문사
의 종루로서 옮겨졌다고는 하나, 이 시기에 박문사를 촬영한 여러 사진 속에서 석
고전 내부에 종이 설치된 모습은 없다.

이때 박문사로 이건된 것은 초석과 초석 상부 일체로 추정된다. 돌북과 기단 및 
내부의 난간석은 남겨졌고 황궁우의 서편으로 이동되었다. 이후 석고전을 대체하
는 보호각이 얼마간 씌워져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현재 돌북은 보호각 없이 이 
자리에서 보존되고 있다.    

311) 박문사는 당시 서울에 있던 일본계 사찰들 중에 규모면에서 단연 최대였으며, 부지 선정에 이
토 츄타(伊東忠太)가 개입하였을 정도로 조선신궁에 버금가는 중요한 시설이었다. 

312) 朝鮮建築會, 朝鮮と建築 11(11),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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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5. 돌북과 기단 현황과 석고전 주망 중첩 
(출처: (左) 2014년 촬영 (右) 문화재청, 환구단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2, 167쪽 위 석고전 주망 표기)

그림 5-76. 황궁우 서편으로 옮겨진 돌북과 신설된 보호각 
(출처: 문화재청, 위의 책, 2012, 359쪽)

한국전쟁 이후 1966년 석고전은 창경원(昌慶苑)으로 이건 되어 야외무대가 되
었다. 이때 석고전은 무대 공간 확보를 위해 일부 퇴주와 내주가 철거되었고 철근
콘크리트조 기둥과 창방으로 교체되었다. 이후 창경궁 복원을 위해 1984년 2월 
12일부터 28일에 걸쳐서 철거되었는데,313) 철거 직전에 작성된 실측도면이 있어 
석고전의 마지막 모습을 자세히 살필 수 있다. 

313) 문화재관리국, 창경궁 중건보고서, 1989, 2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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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7. 1960,70년대 창경원 소춘당지 일대 배치도
(출처: 국가기록원, BA0122756 위 재작도)  

그림 5-78. 1966~1983년 창경원 야외무대로 쓰인 석고전
(출처: 국가기록원） 

 

그림 5-79. 철거 이전 실측 도면
(출처: 문화재관리국, 창경궁 중건보고서(도판),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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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경기념비전은 해당 위치를 대체로 유지하면서 주변 환경이 가장 많이 바뀐 
사례에 해당한다. 1912년 일제의 시구개정(市區改正)으로 육조거리가 확폭(擴
幅)되었고, 전차가 부설되었다. 또한 육조거리 남쪽으로 태평로(太平路)가 신설
되면서 황토현 일대는 큰 사거리가 형성되었고, 1914년에는 이곳에 너른 광장을 
조성하게 되었다.314) 이 과정에서 칭경기념비전의 서쪽 행각과 남쪽 만세문은 모
두 철거되었고, 결과적으로 황토현 광장의 동편에서 온전히 노출되어 놓이게 되
었다.

그림 5-80. 1914년 황토현 광장 조성으로 담장이 철거된 칭경기념비전 
(左) 국가기록원 소장 1917-1922년 경성광화문통관유지일람도 위 재작도 (右) Google

(출처: 문화재청, 서울고종어극40년칭경기념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2 재인용)

그림 5-81. 1920년대 종로 일대 전경
(출처: 문화재청, 위의 책, 2012 재인용) 

314) 염복규, 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 이데아,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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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주요 가로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었던 칭경기념비전은 한국전쟁으로 크
게 파손되었다. 전후 임시로 수리한 곳은 문제가 많았고315) 1953년 서울시에 정
부보조금이 투입되며 본격 수리되었는데, 이때 함께 수리가 진행된 대상이 숭례
문과 보신각(普信閣)이었다. 이들은 모두 서울에서 지리적 요지에 위치하고 있다
는 공통점이 있다. 그리고 칭경기념비전은 1979년 현재의 교보빌딩이 신축되면서 
해체되었다가 완공 이후 현재의 자리에 이전 복원되었다. 원래의 위치와 크게 다
르지 않다고 보이지만 정확치 않다.   

 

그림 5-82. 1953년 칭경기념비전 수리공사 기사 
(출처: 해당 보고서 재인용 ; 경향신문 1953년 3월 11일자)

그림 5-83. 1950년대 촬영된 숭례문과 보신각
(출처: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서울의 기억 1950‘s, 2013)

315) ｢세종로비각재수리｣, 조선일보, 1952년 10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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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골공원 팔각정은 앞의 사례들에 비하면 주변 환경이 가장 잘 유지된 편이다. 
일제강점기에는 일반인에게 개방된 공원으로 음악회가 열렸고 1919년 3.1운동의 
취지를 담은 독립선언서가 낭독되었다. 한국전쟁 시에도 큰 피해를 입지 않았고 
매년 3.1절 기념행사가 열렸다. 1960년대 탑골공원 외곽을 따라 아케이드가 조성
되었다가, 1980년대에 도시 미관을 저해한다는 이유로 철거되었고, 1990년대에 
원각사10층석탑 보호각과 대원각사비의 보호각이 각기 유리와 철골조, 그리고 전
통목조로 지어졌다. 2002년에는 탑골공원 내 원각사지 시굴조사가 이루어졌
다.316)  

그림 5-84. 1920년대와 1990년대 초 탑골공원 전경
(출처: 서울특별시 종로구, 탑골공원 팔각정·오운정: 정밀실측보고서, 2011)

316)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탑골공원) 원각사지 시굴조사보고서,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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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3. 1970~2000년대 기념비 건축에 미친 영향
동십자각과 칭경기념비전은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정방형 모임지붕 주위

퇴칸식 전각으로서 후대 건축의 모본으로 가장 많이 활용되었다. 특히 ‘세종로 비
각’ 또는 줄여서 ‘비각’으로 불린 칭경기념비전은 고종 연간 기념비 건축 사례 중
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건립된 1903년부터 오랫동안 서
울의 구심점에서 랜드 마크과 같은 역할을 하였기 때문이다. 1914년 황토현 광장 
조성, 1953년의 복구공사, 1970년대 교보빌딩 신축공사에서도 철거를 면하고 해
체 복원되어 오늘날까지 남아 있다.317) 개방된 주위퇴칸과 기둥무리를 갖추고 모
임지붕을 가진 칭경기념비전의 의장은 이후 유사한 용도로 신축된 건축물에도 크
게 영향을 미쳤다. 경복궁 동십자각도 칭경기념비전과 동일한 의장을 가지고 있
지만, 도로 한가운데 6m 높이의 석축 위에서 난간에 가려 멀리 보이는 것과, 주요 
도로 교차로의 지상에 위치하여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칭경기념비전은 인지도 
면에서 상당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된다. 

1970~1990년대에 사례는 종루와 비각으로 칭경기념비전과 같은 정면 3칸, 측
면 3칸 규모로 모임지붕을 가지고 있다. 외관은 칭경기념비전과 매우 흡사하지만, 
내주가 없기 때문에 주위퇴칸식이 아닌 통칸형이라는 차이가 있다. 시기순으로 
사례를 나열하면, 미국 산페트로 우정의 종각(1976), 국립중앙박물관 보신각 종
루(1985), 수원 효원의 종각(1991), 서울 탑골공원 대원각사비각(1997), 임진각 
평화의 종각(2000)이 있다.     

(a) 수원 효원의종각(1991) (b) 임진각 평화의종각(2000) 

그림 5-85.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모임지붕 통칸형 종각 ② 

 

우정의 종(Korean Bell of Friendship)과 그 비각은 미국 로스엔젤레스의 관문

317) ｢세종로 비각을 보수 지하 출입구도 변경｣, 경향신문, 1979년 4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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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산페트로항 부근 엔젤스공원(Angel’s Gate Park) 내에 있다. 1976년 미합중
국의 독립 200주년을 축하하며 대한민국 정부가 기증한 것이다. 당시 서울미대학
장 김세중(金世中)의 조각이 포함된 우정의 종은 1976년 7월 미국으로 운송되었
고,318) 종각은 그 해 11월에 단청을 제외하고 완성되었다.319) 대한민국 정부의 
이름으로 미국에 선물하는 기념물이었다는 차원에서 종뿐만 아니라 종각에 대해
서도 국가를 대표하는 격식에 부합하는 의장이 선택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식 목조를 본뜬 철근콘크리트조로 계획된 종각은 당시 홍익대 대학원장 정인국
(鄭寅國, 1916-1975)이 깊게 관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320) 정인국은 1972년
에 지어진 미국 호놀룰루 하와이대학의 한국학 센터를 역시 한식 목조를 본뜬 철
근콘크리트조로 설계한 바 있었다.321) 

그림 5-86. 우정의 종각 최종안과 단청 이전까지 완성된 우정의 종각
(출처: 국가기록원 DA0220497 ; 경향신문 1976년 11월 24일자) 

1975년 10월 ｢우정의 종 제작 및 종각 건립 계획｣에는 종각 설계안에 대하여 
1안과 2안이 포함되어 있다. 1안과 2안의 차이는 홍예가 있는 석축의 유무이다.  
석축이 없는 1안은 ‘한식건축양식’, 석축이 포함된 2안은 ‘경복궁 동십자각 양식’
이라 명명된 것이 주목된다. 모두 정면 3칸, 측면 3칸에 기둥 12개를 사용한  모

318) ｢우정의 종 운송 안전보장｣, 매일경제 1976년 7월 13일자 ; 우정의 종은 에밀레종을 본 따 
조각가 김세중(金世中, 1928~1986)의 설계로 종장 김동율(金東汩)이 제작하였다.

319) 경향신문 1976년 11월 24일자 ; 1977년 주변 조경 공사가 완료되었고 단청 공사는 1981
년에 이루어졌다(국가기록원 BA810807 ; ｢우정의 종 단청공사 정부서 13만불 지원｣, 경향신
문, 1981년 1월 30일자)

320) 국가기록원 DA0220497
321) 박길룡, 한국의 건축가 정인국, 발언, 1997, 6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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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지붕이었다. 주지하듯 동십자각은 기둥 16개가 사용하였지만, 외관을 중시하는 
입장에서 내주의 유무는 석축의 유무에 비하면 사소한 차이에 불과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 한 신문기사는 기둥 12개가 12간지를 뜻한다고 소개하였다.322) 결
국 관람객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고 공사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서 1안이 선택되었
다. 석축이 없는 점에서 칭경기념비전과 매우 흡사하다. 건립 계획안에 포함된 내
역서에는 철근 콘크리트조로 표기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목구조로 지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1976년 준공 이후 단청 공사가 이루어진 것은 1981년의 일이다.

(a) 1안: 한식건축양식 (b) 2안: 경복궁 동십자각 양식 

그림 5-87. 1975년 10월 2가지 안으로 제출된 우정의 종각 계획안 
(출처: 文化公報部, ｢友情의 鐘｣ 制作 및 鐘閣建立計劃｣ 1975. 10. 국가기록원 DA0220497)

현재 국립중앙박물관 야외에 전시되어 있는 보신각 종(보물 제2호)은 1468년
(세조14) 원각사(圓覺寺) 종으로서 주조되어 조선 후기부터 1985년까지 종로 보
신각에 걸려 타종되었던 유물이다. 보신각 종은 1979년 보신각 증축공사323) 중 
금이 간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고,324) 1985년 새로운 종이 걸리며 원래의 종은 당
시 국립중앙박물관이 있었던 경복궁 내로 이동하게 되었다. 이 보호각은 바로 이
때 지어진 것이다. 원래의 정면 3칸, 측면 2칸의 팔작지붕을 가지고 있었던 보신
각은 그 형식이 유지될만한 것이 아니었다고 여겨진 듯하다. 경복궁 내 헌 종을 
보호하는 새로운 종각의 의장에는 칭경기념비전의 모습이 반영되었다. 이후 2005

322) ｢우정의 종, 76년 미독립200주년 기념선물 종각도 한국양식｣, 경향신문, 1981년 1월 30일
자

323) 정면 3칸, 측면 3칸의 단층 보신각을 현황과 같은 정면 5칸, 측면 4칸의 중층 누각으로 증축
하는 공사였다. 1979년 8월 준공되었다. -동아일보, 1979년 8월 15일자

324) ｢보신각의 깨어진 종｣, 경향신문, 1979년 3월 2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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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현재의 국립중앙박물관 신축 개관에 맞춰 그대로 이건 되었다. 

(a) 우정의 종각(1976) (b) 국립중앙박물관 내 보신각 종각(1985) 

그림 5-88.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모임지붕 통칸형 종각 ①

 

1997년에 탑골공원 내에 세워진 대원각사비각은 도면이 있어 좀 더 자세히 살
필 수 있다. 이 비석과 비각은 칭경기념비와 비전보다 규모가 크다. 비각은 정면 
3칸, 측면 3칸이지만 내주가 없다는 점에서 칭경기념비전과 구분된다. 내주가 없
어 대들보 길이가 15자(7,500mm)에 달한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통칸형으로 
모임지붕을 취한 사례는 전근대 시기에는 나타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
처럼 더 큰 평면 규모에서 감주가 이루어진 것은 이전 시기보다 구조 기술이 향상
되었기 때문으로 짐작되지만 확실치 않다. 비석이 바라보는 방향을 기준으로 특
이하게 대들보 2개가 좌우로 걸려있고, 모임지붕의 옥심주를 받치기 위하여 앞뒤 
중도리 중간에 보 부재를 사용하고 이를 우물반자로 가렸다. 대원각사비는 칭경
기념비보다 매우 크지만, 대원각사비 주변의 지면이 조선 전기 때보다 높아져 대
원각사비각의 전체 높이는 칭경기념비전보다 낮게 설계된 점도 특징적이다. 

(a) 칭경기념비전 (b) 대원각사비각

그림 5-89. 고종 연간 주위퇴칸식 건축과 1990년대 통칸형 비각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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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정면도 (b) 횡단면도 (c) 앙시도

그림 5-90. 대원각사비각의 모임지붕 구조

2000년대에는 새천년을 기리는 취지로 전국적으로 시민의 종각 건립이 이어졌
다. 역시 칭경기념비전을 모방한 정면 3칸, 측면 3칸의 모임지붕 형식이 쓰였는
데, 여기에는 내주를 두어 주위퇴칸을 제대로 갖춘 형식이 특징이다. 1970-1990
년대 내주 없이 트인 공간을 만들었던 종래의 방식에서, 내주를 다시 갖추고 칭경
기념비전의 주위퇴칸식 구성을 충실하게 따르는 쪽으로 변화한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부산 용두산 시민의 종각(2000), 목포 새천년 시민의 종각(2000), 천
안 시민의 종각(2005), 수원화성 여민각(2006), 광주 민주의 종각(2008), 가장 
최근의 사례로 경주 신라대종각(2016)이 있다. 내주 정치로의 회귀에 대하여 정
확한 의도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재료 및 구조적인 효율성과 칭경기념비전으로 
대표되는 주위퇴칸식 건축의 내주를 통한 의장성이 재발견되었기 때문으로 짐작
할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의장이 고대의 건축을 표현하고자 한 가장 최근의 경주 
신라대종각(2016)에서도 사용된 점이 흥미롭다.   

(a) 목포 새천년시민의종각(2000) (b) 부산 용두산시민의종각(2000) (c) 천안 시민의종각(2005)

그림 5-91.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모임지붕 주위퇴칸식 종각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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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원 화성 여민각(2006) (b) 광주 민주의종각(2008) (c) 경주 신라대종각(2016) 

그림 5-92.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모임지붕 주위퇴칸식 종각 ②

한편, 이러한 정방형 종각들에는 모임지붕이 아니라 팔작지붕인 사례도 있다. 
대구의 국채보상기념공원에 조성된 달구벌대종각(1998)과 부여군청 앞마당 백제
대종각(2016)이 있다.325) 이 두 사례에서는 팔작지붕 아래 4개의 내주가 모두 
확인된다. 이와 같은 팔작지붕 사례는 모임지붕에 비하여 그 수가 매우 적지만, 
기존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것이 아니라 모임지붕 외 다른 지붕형식에 대한 인
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유의미한 사례들이다. 

 

(a) 대구 달구벌대종각(1998) (b) 부여 백제대종각(2014)

그림 5-93.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의 팔작지붕 주위퇴칸식 종각 

이상으로 살펴본 바와 같이, 현대에 지어진 종각 건축에서는 1970년대 우정의 
종각에 큰 모티브가 된 경복궁 동십자각과 칭경기념비전의 주위퇴칸과 모임지붕
이 이어지고 있다. 12개의 기둥을 사용하여 3x3칸의 통칸형 평면 사례도 잠시 등
장하였으나, 외관상 큰 차이가 생긴 것은 아니었다. 단순히 내부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었다고 보인다. 2000년대 이후에는 대개 16개의 기둥을 사용
하여 주위퇴칸을 제대로 갖춘 형식이 정착된 것으로 보인다. 아마도 종의 무게를 
325) ｢대구시민 화합·번영 뜻 담은 '달구벌대종' 탄생｣, 중앙일보, 1998년 12월 5일자 ; ｢천년의 

소리, 백제대종 몸짓을 드러내다｣, 글로벌뉴스통신, 2016년 6월 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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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티는 데에는 내주가 구조적으로 도움이 되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흔히 모임지
붕은 특정한 정면이 없고 팔작지붕은 정면성을 분명하게 갖는다고 하지만,  사실 
현대의 사례들은 다수의 모임지붕 종각과 소수의 팔작지붕 종각 모두 정면을 알
리는 현판을 1개씩 달고 있고, 사면에서 조망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지어졌기 때
문에 현대에 지어진 종각을 대상으로 정면성을 논하는 일은 그다지 효용이 없어 
보인다. 어쨌든 동십자각과 칭경기념비전의 주위퇴칸과 모임지붕은 현재에도 유
효한 기념비 건축의 의장으로 계승되었다.  

5.4. 소결

고종 연간이라는 특수한 시대는 정치적 혼란기 속에서도 거듭된 궁궐 공사와 
중국식과 서양식 건축의 수용으로 건축사적으로 일정한 도약을 이루었다고 볼 수 
있다. 고종 연간 중국 영향을 받은 경산식 전각으로는 경복궁 집옥재와 경운궁 합
유재 및 흠문각 등이 있지만, 전례 없는 획기적인 시도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단연 
서양식 건축이었다. 고종의 친정을 상징하는 건청궁에 지어진 관문각은 최초의 
궁중양관이었으며, 경운궁에 환어하여 더 많은 양관을 지을 수 있게 한 밑바탕이 
되었다. 경운궁에 지어진 구성헌, 돈덕전, 정관헌, 수옥헌(중명전)과 같은 양관들
은 관문각과 달리 포치 또는 베란다를 적극적으로 사용하였다는 점에서 개방형 
주위퇴칸식 건축과 유사한 점이 발견된다.  

19세기 말에서 20세기 초 대한제국과 고종 황제의 권위를 드높이기 위해 도성 
내 곳곳에는 경복궁 동십자각, 환구단 황궁우, 석고전, 칭경기념비전, 그리고 탑골
공원 팔각정과 같은 기념비 건축이 만들어졌다. 이들은 모두 개방형 주위퇴칸이 
적용된 공통점이 있는데, 이전 시기의 주위퇴칸식 건축의 의장과는 크게 네 가지 
지점에서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준다.  

첫째, 기존의 권위 제고 방식이 총동원되었다는 점이다. 다포, 운공을 사용한 
이익공, 그리고 제왕의 권위를 드러내는 각종 도상, 양상도회와 잡상, 낙양 등 이



주위퇴칸식(周圍退間式) 건축의 유형과 전개

- 256 -

전 시기 구중궁궐 안 대규모 권위건축에서 사용되었던 모든 요소들이 그리 크지 
않은 기념비 건축에게 모두 적용되었다. 특히 운공은 황궁인 경운궁에서조차도 
잘 쓰이질 않았던 요소인데 이익공을 사용한 동십자각과 환구단 황궁우와 팔각정
에 일관적으로 쓰였고, 칭경기념비전과 석고전과 같이 주위퇴칸의 너비가 5자 내
외인 주위퇴칸식 건축에 다포가 사용된 것 또한 매우 이례적이었다.    

둘째, 주위퇴칸으로 규모와 높이가 커진 팔각형 평면이 본격적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환구단 황궁우와 탑골공원 팔각정과 같이 내주와 퇴주가 구조적으로 일
체화 된 주위퇴칸을 가진 팔각형 평면은 이전 시기에는 등장하지 않았던 형식이
다. 그리고 환구단 황궁우는 팔각형 평면이면서 중층으로 층단지붕과 차양지붕을 
모두 가지고 있고 퇴칸에서도 단차가 있는 높은 기단으로 우뚝 솟아 있어 도성 내 
주요 경관 요소가 되었다. 

셋째, 개방형 주위퇴칸에서 기둥 간격을 통해 형성하는 기둥무리에 더하여 기
둥의 높이를 높게 함으로써 더욱 세장한 의장 효과를 더하였다. 황궁우의 개방형 
주위퇴칸에 해당하는 차양칸은 총 24개의 퇴주가 모퉁이를 강조하며 둘러져 화려
한 외관을 이루었고, 석고전은 가장 좁은 주위퇴칸 너비를 가지고 있는 것에 더하
여, 기둥의 높이가 누각과 대등할 정도로 높아서 더욱 날렵한 모퉁이를 가지고 있
었다. 또한 탑골공원 팔각정은 각각 8개의 퇴주와 내주의 시각적 중첩을 통해서 
기둥무리를 형성하였다. 

넷째, 모임지붕이 적극적으로 사용되었다. 팔작지붕은 주위퇴칸식 건축뿐만 아
니라 전반적으로 선호경향이 강했던 지붕형식이었다. 주위퇴칸식 건축의 경우 중
심부 지붕에는 합각이 적용되어 팔작지붕을 갖는 것이 보편적이었지만, 동십자각
과 칭경기념비전에서는 비효율적인 구조의 합각을 취하지 않음으로서 지붕형식을 
간소화하였다. 합각이란 의장적 요소를 사용하지 않는 경향은 이미 18세기 화성
성역에서도 드러난 바 있으며, 19세기 후반 각종 문루와 궁궐 정문이 팔작지붕에
서 우진각지붕으로 변경되었다는 추정과 맥락을 함께 한다. 

 일제강점기로 접어든 이후 조선 왕실은 크게 위축되었고 주위퇴칸식 건축은 
명량대첩비와 같은 지방의 비각, 덕수궁의 신축 건물로 명맥을 유지하였던 것으
로 보인다. 구여당은 1913년 덕수궁에 지어진 마지막 주위퇴칸식 건축으로 추정
된다. 기존 침전과 동일하게 불완전 폐쇄형 주위퇴칸을 갖추었지만, 층단지붕이 
없는 2층으로 지어져 기둥의 높이가 높아 석고전과 유사한 입면 비례를 갖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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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전각이었다. 또한 구여당은 대한 제국기에 환구단 황궁우, 석고전, 칭경기념비
전, 탑골공원 팔각정의 설계자로 알려진 심의석의 말년에 해당하는 작업이었다. 

고종 연간에 지어진 기념비 건축들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예전과 같은 위상을 
유지하지는 못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토현 광장 조성으로 행각과 담장이 
훼철되어 칭경기념비전 자체가 외부에 노출되게 된 사건은 역설적으로 오늘날 칭
경기념비전의 높은 인지도에 기여한 측면이 없지 않다. 칭경기념비전의 기둥무리
와 모임지붕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건축양식으로 미국 땅에 선보였고, 보신각 
종과 원각사비와 같은 조선 전기 유서 깊은 유물을 위한 보호각의 형식으로 채택
되었다. 2000년대에는 전국적으로 새천년을 기리는 종루 건립이 있었는데, 이때
에 칭경기념비전의 주위퇴칸과 모임지붕을 본뜬 시민의 종각이 우후죽순 생겨나
게 되었다. 이와 같이 고종 연간 주위퇴칸식 기념비 건축은 현대까지도 영향을 미
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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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장. 결   론
건축물에서 중심부와 중심부를 둘러싼 주변부로 공간을 구성하는 방식은 매우 

광범위하고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규모 또는 높이를 키우거나 의장에 변화를 가
미하는 데에 구조적으로 가장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이 연구에서 제시한 ‘주
위퇴칸(周圍退間)’은 이러한 보편적인 공간 구성 방식을 가진 한국의 전통목조건
축을 대상으로 하며, 중국건축의 부계주잡(副階周匝)이나 위랑(圍廊)처럼 중심부
를 위요하는 주변 부속 공간이 구성된 방식을 입체적으로 의미하는 용어가 필요
하다는 판단 하에 만들어진 용어다. 기존의 국내 선행연구에서는 이러한 공간 구
성을 가진 방형 평면 사례를 내외진(內外陣), 회자형(回字形), 사면퇴(四面退) 등
으로 지칭하고 있다. 그러나 우선 일본어에서 차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내진과 외
진은 막상 일본과 개념이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는 문제가 있고, 회자형과 사면퇴
는 특정 사례에 치중된 측면이 있을 뿐만 아니라 평면형태가 방형일 때만 적용가
능하다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에서 ‘주위퇴칸’이라는 개념은 ‘방형 또는 다각형 평면을 일정한 너비로 
둘러싸는 퇴칸’으로 정의된다. 기존 평면형식 분류체계와 같이 일반적인 방형 평
면에서 퇴칸의 위치를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위요하는 퇴칸의 너비가 일정한지
를 기준으로 삼으며 방형과 다각형을 모두 포함한다. 이때의 퇴칸은 문자 그대로 
물러난 칸이라는 뜻으로, 달아낸 공간이라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바깥둘
레 기둥인 퇴주와 안둘레 기둥인 내주가 서로 높이차가 있어서 내주는 반드시 고
주가 되고, 퇴칸은 외쪽지붕을 갖는다. 주위퇴칸부 지붕에는 추녀(모퉁이)가 발생
하고, 이것은 주위퇴칸식 건축의 지붕형식이 팔작지붕이나 모임지붕으로 제한되
는 결과를 낳았다. 이처럼 주위퇴칸식 건축은 평면의 기둥 배열에서 나아가 전통
목조건축물의 외관을 주도하는 지붕 의장과 연동되는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조선시대~대한제국기 주위퇴칸식 건축의 사례들은 개방된 정도에 따라 크게 
‘폐쇄형’과 ‘개방형’으로 나눌 수 있다. 각각은 [완전 폐쇄형]과 [불완전 폐쇄형], 
그리고 [1~3면 개방형]과 [전면 개방형]으로 세분화된다. [완전 폐쇄형]에는 주
위퇴칸 너비가 가장 넓게는 17자, 가장 좁게는 4자인 경우까지도 나타난다. 대형 
중층 전각에서부터 소규모 비각까지 포괄하여 네 유형 중에서 가장 다양한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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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분포하는 유형이라고 볼 수 있다. [불완전 폐쇄형]은 궁궐 침전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폐쇄된 주위퇴칸부가 전면 가운데에서 2~3칸만이 개방된 유형이다. 
이때 주위퇴칸의 너비는 대개 5~7자에 분포하며, 퇴주열에 벽체가 있을 뿐만 아
니라  내주열에도 벽체를 두어 중심부와 주위퇴칸이 공간적으로 분리되어 있다. 
불전과 봉안각에서는 주위퇴칸부와 중심부가 실내로 통합된 경우(완전 폐쇄형), 
주위퇴칸부가 모두 개방된 경우(전면 개방형), 주위퇴칸부의 일부만이 마루바닥
을 통해 실내로 통합된 경우(1~3면 개방형)가 모두 나타났다. 정자와 장대는 각
기 단층 구조와 중층 구조에 해당하며 대개 [전면 개방형]에 치우쳐 있다. 정자와 
장대는 중심부와 주위퇴칸부에 모두 마루를 구성하는 경우, 중심부에는 온돌방을 
두고 주위퇴칸부는 마루로 구성하는 경우, 중심부에만 마루를 구성하고 주위퇴칸
부는 비워두는 경우가 다양하게 있다. 주위퇴칸 너비가 10자 이상으로 대형 전각
이 되면 [완전 폐쇄형]인 장방형 평면에만 치중되고 주위퇴칸이 건축물의 의장에 
주도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기 어렵다. 주위퇴칸 너비가 10자 이하인 경우에는 
[완전 폐쇄형] 외에도 [불완전 폐쇄형], [1~3면 개방형], [전면 개방형]이 고르
게 분포하고 평면 형태도 다양하게 나타난다. 

주위퇴칸을 구성하는 퇴주의 배열 양상은 특히 퇴주가 독립적으로 드러나는 
[전면 개방형]의 입면 의장에 큰 영향을 미쳤다. 퇴주의 양 끝 간격이 좁아지면 
모퉁이에 기둥무리가 형성되어 건물의 외관이 높게 보이고 건물의 모퉁이 부분이 
강조되는 효과가 있는데, 특히 다각형 평면에서 강하게 드러난다. 이와 같은 기둥
무리의 형성은 중국건축의 위랑 건축에서도 발견된다. 송‧원대의 부계주잡은 구조
적으로는 창덕궁 존덕정이나 환구단 황궁우와 같이 차양칸으로 조성된 개방형 주
위퇴칸을 가진 사례에 대응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부계주잡은 부계의 너비가 넓
고 부계첨주의 높이가 주간보다 짧아야 하는 규제로 인해 기둥무리가 형성되기 
어렵다. 기둥무리 측면에서 보면 창덕궁 존덕정이나 환구단 황궁우는 동관왕묘 
정전과 더불어 명‧청대의 위랑에 좀더 가깝다.  

기둥 간격 조율은 개방형 주위퇴칸 뿐만 아니라 측면 3칸의 통칸형 비각과 폐
쇄형 주위퇴칸식 비각에서도 살필 수 있다. 측면 3칸의 통칸형 비각은 측면 2칸
의 통칸형으로부터 출발하였는데 점차 주위퇴칸의 조형과 유사한 입면을 갖춰나
갔다. 폐쇄형 주위퇴칸식 비각은 비각이 단순한 보호각 차원에서 벗어나 독립적
인 전각으로서 내외부 의장이 강화되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주위퇴칸식(周圍退間式) 건축의 유형과 전개

- 260 -

주위퇴칸부의 지붕은 항시 추녀가 있고, 중심부 지붕의 합각 유무에 따라서 팔
작지붕 또는 모임지붕이 결정되었다. 여기에 우진각지붕은 해당하지 않는다. 우진
각지붕은 측면 칸수가 3~5칸에 분포하는 주위퇴칸식 건축에서는 합리적으로 구
성되기 어렵고, 실제로도 사례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주위퇴칸식 건축이라면 
장방형 평면에서는 팔작지붕이, 다각형 평면에서는 모임지붕 외에 별다른 선택지
가 없었다. 한편, 정방형 평면은 모임지붕과 팔작지붕을 둘 다 가능했는데, 지붕
이 덮이는 영역이 1x1칸인 경우와 3x3칸인 경우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
였지만, 전반적으로 주위퇴칸과 팔작지붕의 조합은 정방형 평면에서도 지배적이
었다. 

이러한 주위퇴칸식 건축의 의장에 큰 변화가 나타난 것은 제26대 고종 연간
(1863~1907년)의 일이다. 이 시기는 궁궐 공사가 가장 활발하였을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유행한 경산식 전각이나 양관과 같은 다양한 건축적 시도가 이어졌다. 
해당 사례로는 중건 경복궁의 동‧서십자각, 환구단 황궁우, 고종어극40년칭경기념
비전, 석고전, 그리고 탑골공원 팔각정이 있다. 모두 도성 내 많은 사람들이 인지
할 수 있는 장소에 건립된 공적(公的)인 기념비 시설이었다. 

이 사례들을 일반적인 주위퇴칸식 건축과 비교하였을 때 의장적 차별점은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난다. 첫째, 기존의 건축에서 사용되었던 여러 가지 권위 제고 방
식이 총동원 되었다. 다포, 운공을 사용한 이익공, 그리고 제왕의 권위를 드러내
는 각종 도상, 양상도회와 잡상, 낙양 등 이전 시기 구중궁궐 안 대규모 권위건축
에서 사용되었던 모든 요소들이 그리 크지 않은 기념비 건축에게 모두 적용되었
다. 둘째, 주위퇴칸을 가진 대규모 다각형 평면이 등장하였다. 이전 시기에는 소
규모 육각형이 가장 많았고 때로는 소규모 팔각형이 나타났지만, 층단 지붕이 있
는 환구단 황궁우와 단첨의 탑골공원 팔각정의 등장은 상당히 이례적이었다고 판
단된다. 셋째, 개방형 주위퇴칸에서 퇴주의 간격뿐만 아니라 높이 조율을 통해 기
둥무리가 더욱 강조되어 드러났다. 특히 일반적인 주위퇴칸식 건축의 퇴칸과 협
칸 비율보다 훨씬 작은 수치를 가지고 있는 석고전은 기둥 높이까지 더하여 더욱 
세장한 입면 비례를 완성하였다. 넷째, 합각을 두지 않는 모임지붕을 비중 있게 
사용하였다. 환구단 황궁우와 탑골공원 팔각정의 모임지붕은 다각형 평면으로서 
다른 선택지가 없는 결과였지만, 경복궁 동십자각과 칭경기념비전의 모임지붕은 
특별하다. 정방형 평면에서 팔작지붕이 아닌 모임지붕이 적용되었다는 사실은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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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에 대한 인식에 변화가 발생하였음을 의미하며, 19세기 말 도성과 궐문이 팔작
지붕에서 우진각지붕으로 변경되었을 가능성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한편, 심의
석은 고종 연간 기념비 건축의 다섯 사례 중에서 네 사례를 설계했다고 알려진 인
물이다. 그는 일제강점기 덕수궁 구여당이라는 또 다른 주위퇴칸식 건축을 남겼
다. 조선왕실의 마지막 신축 건물로 추정되는데, 궁궐건축에 주위퇴칸식 건축의 
명맥이 이어져왔음을 증명하고 있다.  

고종 연간의 주위퇴칸식 기념비 건축들은 일제강점기와 한국전쟁 이후를 거치
며 일부는 사라지고 일부는 남아 수도 서울 또는 과거 대한제국의 이미지로 각인
되며 각자의 인지도를 쌓았다. 이중에서 특히 경복궁 동십자각과 칭경기념비전의 
주위퇴칸과 모임지붕의 조합은 1970년대 미국 땅에 세워진 우정의 종각, 1980년
대 보신각 종 보호각, 1990년대 대원각사비각에 이어 2000년대 각 지방 도시에 
건립된 시민의 종각과 같은 유사 기념비 건축물 의장에 적극적으로 계승되었다.  

본 연구는 주위퇴칸식 건축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중심부와 중심부를 둘러싼 주
변부로 구성된 형식의 보편성을 재확인함과 동시에 고종 연간의 주위퇴칸과 모임
지붕 조합의 특수성을 조망할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주위퇴칸식 건축의 일반적인 
양상으로부터 주위퇴칸식 건축의 변화 양상을 도출하여 보편성과 특수성을 함께 
고찰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동안 큰 주목을 받지 못한 대한제국기의 전통건
축물과 왕릉 비각에 대한 의장을 구체적으로 살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하지
만 고종 연간 주위퇴칸식 건축의 변화를 다양한 궁궐공사에서 시도된 새로운 건
축과 이전 주위퇴칸식 건축의 사례에 비추어 제시하기만 하였을 뿐, 인과관계와 
상관관계를 보다 정밀하게 밝히는 것은 향후 후속연구의 과제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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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구분 사례명
장방형 

外 
평면형태

용도
주위퇴칸 유형
(개방형/폐쇄형)

주위퇴칸 너비
(평면적 퇴칸)

퇴칸/협칸비
(입면적 퇴칸) 팔작 및 단일지붕 

外 지붕형식
mm 尺 기둥무리

1 경복궁 근정전 정전 완전폐쇄 5,277 18 0.83 층단지붕

2 창덕궁 인정전 정전 완전폐쇄 4,595 15 1.00 층단지붕

3 덕수궁 중화전 정전 완전폐쇄 4,307 14 1.00 

4 법주사 대웅전 불전 완전폐쇄 4,022 13 1.30 층단지붕

5 금산사 미륵전 불전 완전폐쇄 3,330 11 1.00 층단지붕

6 화엄사 각황전 불전 완전폐쇄 3,028 10 0.77 층단지붕

7 홍릉 침전 능침 완전폐쇄 3,090 10 0.91 

8 유릉 침전 능침 완전폐쇄 3,090 10 0.91 

9 제주 관덕정 누각 전면개방 無 3,038 10 0.81 

10 부석사 무량수전 불전 완전폐쇄 3,031 10 0.72 

11 화엄사 각황전 불전 완전폐쇄 3,028 10 0.77 층단지붕

12 구성읍성 남문 4각형 문루 전면개방 無 2,860 9.5 0.59 층단지붕

13 안국사 대웅보전 불전 완전폐쇄 2,600 8.5 층단지붕

14 화성 동장대
(1971재건)

장대 전면개방 無 2,500 8 0.91 

15 무량사 극락전 불전 완전폐쇄 2,480 8 0.67 층단지붕

16 여수 진남관 누각 전면개방 無 2,435 8 0.61

17 보길도 세연정 4각형 정자 전면개방 2,300 7 0.83

18 선암사 원통전 4각형 불전 1~3면개방 2,220 7 0.71

19 법주사 팔상전 4각형 불전 완전폐쇄 2,173 7 0.96 모임 층단지붕

20 종성읍성 수항루 4각형 문루 전면개방 無 2,170 7 1.02 층단지붕

21 창덕궁 구선원전 진전 완전폐쇄 2,168 7 0.64 

22 경복궁 선원전 (멸실) 진전 완전폐쇄 2168(추정) 7 0.64 

23 창덕궁 주합루 누각 전면개방 2,160 7 0.70

24 화성행궁 화령전 진전 1~3면개방 2,157 7 0.70

25
경복궁 강녕전
(창덕궁 희정당) 침전 불완전폐쇄 2,155 7 0.70 

26 창경궁 통명전 침전 불완전폐쇄 2,154 7 0.63 

- 현대 이전 주위퇴칸식 건축 사례 60동 (주위퇴칸 너비 순) -



- 263 -

구분 사례명
장방형 

外 
평면형태

용도
주위퇴칸 유형
(개방형/폐쇄형)

주위퇴칸 너비
(평면적 퇴칸)

퇴칸/협칸비
(입면적 퇴칸) 팔작 및 단일지붕 

外 지붕형식
mm 尺 기둥무리

27 강릉 경포대 누각 전면개방 無 2,140 7 0.84 

28 삼군부 총무당 관아 1~3면개방 2,100 7 0.70 

29 법주사 원통보전 4각형 불전 완전폐쇄 2,096 7 0.51 모임

30 화성 서장대
(1971재건)

4각형 장대 전면개방 無 2,010 7 0.50 모임 층단지붕

31 창경궁 양화당 침전 불완전폐쇄 1,860 6 0.65 

32 동관왕묘 정전 사당 1~3면개방 1,822 6 0.45 强

33 남한산성 수어장대 장대 전면개방 無 1,760 6 0.73 층단지붕

34 건원릉 비각 능비각 완전폐쇄 1,716 6 0.52 

35 홍릉 비각 4각형 능비각 완전폐쇄 1,710 6 0.50 

36 유릉 비각 4각형 능비각 완전폐쇄 1,710 6 0.50 

37 조경단 비각 4각형 비각 완전폐쇄 1710(추정) 6 0.50 

38 경복궁 만경전
(창덕궁 경훈각)

침전 (불)완전폐
쇄

1,706 6 0.62 

39 정양사 약사전 6각형 불전 전면개방 1,700 6 0.00 모임

40 창경궁 함인정 4각형 정자 전면개방 無 1,695 6 1.00 

41 탑골공원 팔각정 8각형 정자 전면개방 無 1,695 6 0.00 모임

42 덕수궁 석어당 침전 불완전폐쇄 1,690 6 0.61 층단지붕

43 칭경기념비전 4각형 비각 전면개방 無 1,679 6 0.46 强 모임

44 정읍 피향정 정자 전면개방 無 1,600 5 0.55 

45 창덕궁 서향각 기타 불완전폐쇄 1,545 5 0.62 

46 경복궁 천추전 기타 불완전폐쇄 1,535 5 0.63 

47-1 환구단 황궁우(內) 8각형 사당 완전폐쇄 1,530 5 0.00 모임 층단지붕

48 경복궁 동십자각 4각형 각루 전면개방 1,521 5 0.55 모임

49 봉암사 극락전 4각형 불전 전면개방 1,500 5 1.00 모임 겹지붕

47-2 환구단 황궁우(外) 8각형 사당 전면개방 1,500 5 0.25 强 모임 겹지붕

50 고운사 연수전 4각형 봉안각 전면개방 1,470 5 0.55 

51 해남 명량대첩비각 4각형 비각 전면개방 無 1,460 5 0.43 强

52 창덕궁 영화당 기타 전면개방 1,380 5 0.56 

53 덕수궁 구여당 (멸실) 기타 완전폐쇄 1,364 4.5 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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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사례명
장방형 

外 
평면형태

용도
주위퇴칸 유형
(개방형/폐쇄형)

주위퇴칸 너비
(평면적 퇴칸)

퇴칸/협칸비
(입면적 퇴칸) 팔작 및 단일지붕 

外 지붕형식
mm 尺 기둥무리

54 석고전(멸실) 비각 전면개방 無 1,324 4 0.43 强

55 인조별서구유기비각 4각형 비각 완전폐쇄 1,260 4 0.45 强

56
오대산사고 사각
(1992재건) 봉안각 전면개방 1,244 4 0.40 强 층단지붕

57 오대산사고 선원보각
(1992재건)

봉안각 전면개방 無 1,244 4 0.40 强 층단지붕

58 흥국사 원통전 불전 전면개방 1,200 4 0.51 

59 창덕궁 취운정 정자 전면개방 1,195 4 0.56 

60 창덕궁 존덕정 6각형 정자 전면개방 無 917 3 0.28 强 모임 겹지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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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시, 봉암사 극락전 실측조사보고서, 2008

문화재관리국, 동궐도, 1991

문화재관리국, 창경궁 발굴조사보고서, 1985

문화재관리국, 창경궁 중건보고서, 1989

문화재청, 동궐도 읽기, 2005

문화재청, 근정전 실측조사보고서(하), 2000

문화재청, 경복궁 건청궁 중건보고서2006

문화재청, 경복궁 동십자각 실측조사보고서, 2010

문화재청, 경복궁 사정전 일곽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4

문화재청, 경복궁 집옥재 수리조사보고서, 2005

문화재청, 경복궁 침전지역 중건공사보고서, 2000

문화재청, 경복궁 향원정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3

문화재청, 경회루 실측조사 및 수리공사보고서, 2000

문화재청, 구리 동구릉 숭릉 정자각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3

문화재청, 김제 금산사 미륵전 수리보고서, 2000

문화재청, 김제 금산사 대장전 실측조사보고서, 2011

문화재청, 남양주 홍릉과 유릉의 유릉 침전 및 비각 보수공사 수리보고서, 2013

문화재청, 남원 광한루 수리보고서, 2002

문화재청, 덕수궁 돈덕전 복원조사연구, 2016

문화재청, 덕수궁 돈덕전지, 2018

문화재청, 덕수궁 석어당 해체실측 및 수리보고서, 2015

문화재청, 덕수궁 선원전 복원정비 기본계획,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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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덕수궁원안 번역 및 해제 보고서, 2017

문화재청, 덕수궁 중명전 복원보고서, 2008

문화재청, 동구릉 건원릉 정자각 및 비각 수리보고서, 2006

문화재청, 법주사 대웅전 실측수리보고서(하). 2005

문화재청, 보은 법주사 원통보전 실측 수리보고서, 2010

문화재청, 부석사 무량수전 실측조사보고서(본문), 2002

문화재청, 부석사 무량수전 실측조사보고서(도판), 2002

문화재청, 서울 고종어극40년칭경기념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2

문화재청, 서울 문묘 실측조사 보고서 (상), (중), (하), 2006

문화재청, 서울 헌릉과 인릉의 헌릉 신도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9

문화재청, 선암사 대웅전 실측조사 및 수리공사 보고서, 2002

문화재청, 순강원 인빈김씨 신도비각 수리보고서, 2004

문화재청, 순천 송광사 약사전, 2015

문화재청, 숭례문 복구 및 성곽복원공사 해체실측보고서, 2013

문화재청, 숭례문 목부재 연륜연대 분석 및 기증목재 기초조사 연구보고서, 2011

문화재청, 여수 진남관 실측조사보고서(도판), 2001

문화재청, 여수 흥국사 대웅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3

문화재청, 인릉 정자각 및 비각 수리보고서, 2009

문화재청, 제주 관덕정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07

문화재청, 종친부 경근당과 옥첩당 이전복원수리공사보고서, 2013

문화재청, 중화전 실측·수리조사보고서, 2001

문화재청, 파주 소령원 신도비각 수리보고서, 2004

문화재청, 피향정 실측조사보고서: 중요목조문화재실측조사보고서 제17호, 2001

문화재청, 창경궁 숭문당 보수공사 수리보고서, 2016

문화재청, 창경궁 양화당 해체보수공사 수리보고서, 2015

문화재청, 창경궁 복원정비 기본계획(고증 및 관련 문헌 자료집), 2010

문화재청, 창경궁 통명전 실측조사보고서, 2001

문화재청, 창경궁 함인정 보수공사 수리보고서, 2019

문화재청, 창경궁 환경전 보수공사, 2010

문화재청, 창경궁 홍화문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0

문화재청, 창덕궁 경훈각 실측·수리보고서, 2004

문화재청, 창덕궁 구선원전 실측조사보고서, 1992

문화재청, 창덕궁 애련정 해체보수공사 수리보고서, 2016

문화재청, 창덕궁 인정전 실측조사보고서, 1998

문화재청, 창덕궁 존덕정 수리보고서, 2010

문화재정, 창덕궁 주합루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6

문화재청, 창덕궁 취운정 해체 보수공사 수리보고서, 2013

문화재청, 창덕궁 희정당 수리보고서, 2002



- 271 -

문화재청, 창덕궁 희정당 신관 실측수리보고서, 2003

문화재청, 합천 해인사 정밀실측조사보고서(하), 2014

문화재청, 홍릉 비각 수리보고서, 2004

문화재청, 환구단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2

문화재청, 한국전통건축물 영조규범 조사보고서, 2006

문화재청·경북대산학협력단, 4대 사고 및 조선왕조도서 보존관리 방안 연구보고서,
2013

서울시 은평구, 서울 인조별서 유기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20

서울역사박물관, 서울역사박물관 문화탐방체험교실, 2010

서울역사박물관, (서울 탑골공원) 원각사지 시굴조사보고서, 2002

서울특별시, 奉元寺: 實測調査報告書, 1990

서울특별시 문화재과, 삼군부총무당: 유형문화재 제37호, 2009

서울특별시 문화재과, 서울시 중요문화재 건조물 실측조사보고서: 삼군부총무당,

삼군부청헌당, 용양봉저정, 1993

서울특별시 문화재과, 인조별서유기비: 보물 제1462호, 2009

서울특별시 역사문화재과, 운현궁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15

서울특별시 종로구, 탑골공원 팔각정·오운정: 정밀실측보고서, 2011

수원시, 화성행궁지 –기본 및 지표조사 보고서, 1994

안동군·영남대학교민족문화연구소, 도산서원 실측조사보고서, 1991

여수시 (재)대한문화유산연구센터, 여수 전라좌수영성지：여수 진남관 주변 공영주차장

부지 문화유적 발굴조사 보고서, 2011

은평구, 서울 인조별서유기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2020

의성군, 의성 고운사 연수전 국가지정문화재 등의 지정 요청 자료보고서, 2019

정읍시, 피향정 수리보고서, 2004

제주시·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목관아지 발굴조사보고서, 1998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 10, 1930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 11, 1931

朝鮮總督府, 朝鮮古蹟圖譜 13, 1933

종로구청, 서울 동관왕묘 학술조사 및 고증 연구용역 보고서, 2018

해남군, 해남 방춘정 국가 지정 문화재 승격을 위한 보고서, 2020

[단행본(국내)]

國立建設硏究所, 建築用語辭典, 1980

궈칭화 著 윤재신 譯, 중국목조건축의 구조 : 12세기 설계기준과 시공원리, 동녘,

2006

김도경과 그를 사랑한 사람들, 삶과 꿈, 누정에 담다, 달아실, 2018

김동욱, 실학 정신으로 세운 조선의 신도시 수원화성, 돌베개, 2002

김동욱, 18세기 건축사상과 실천 –수원성-, 발언,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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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욱, 한국건축 중국건축 일본건축: 동아시아 속 우리 건축 이야기, 김영사, 2015

김수온 著 · 이종찬 譯, 역주 사리영응기, 사단법인 세종대왕기념사업회, 2013

김순일, 덕수궁, 대원사, 1991

金用淑 著, 朝鮮朝 宮中風俗 硏究, 一支社, 1987

김왕직, 알기 쉬운 한국건축용어사전, 동녘, 2007

金載元, 國立博物館叢書 甲第二, 美術·考古學用語集: 建築編, 乙酉文化社, 1955

金平卓 編著, 建築用語大辭典, 技文堂, 1982

김평탁 편저, 건축용어대사전, 개정증보판, 기문당, 2007

대한건축학회, 건축용어집, 1982

리여성, 조선 건축 미술의 연구, 한국문화사, 1999

박길룡, 한국의 건축가 정인국, 발언, 1997

박성형, 벽전: 우리나라 벽돌 건축의 조형 원리, 시공문화사, 2010

박언곤 김대벽, 한국의 정자, 대원사, 1989

박현욱, 서울의 옛 물길 옛 다리, 시월, 2006

배우성, 독서와 지식의 풍경, 돌베개, 2015

배희한, 이제 이 조선톱에도 녹이 슬었네: 조선목수 배희한의 한평생, 뿌리깊은 나무,

1981

서울시립대학교박물관, 서울의 기억 1950‘s, 2013

서울역사박물관 한양도성연구소, 서울 한양도성(재판), 2019

서울역사편찬원, 국역 경복궁영건일기 1, 2, 2019

서울역사편찬원, 국역 경성부사 제2권, 2013

서울특별시사편찬위원회, 서울사료총서 제3: 궁궐지, 1967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上), 열화당, 1983

양사성 著, 한동수 양호영 譯, 圖說 中國建築史, 세진사, 1992

역사건축기술연구소, 우리 궁궐을 아는 사전, 돌베개, 2015

염복규, 서울의 기원, 경성의 탄생, 이데아, 2016

영건의궤연구회, 영건의궤, 동녘, 2010

에카르트 著 권영필 譯, 에카르트의 조선미술사, 열화당, 2003

小田省吾, 德壽宮史, 李王職, 1938

왕치쥔 著, 차주환 이민 송선엽 譯, 중국건축도해사전, 도서출판 고려, 2016

유돈정 著, 정옥근 한동수 양호영 共譯, 중국고대건축사, 3판, 세진사, 2011

유본예著 박현욱譯, 역주 한경지략, 민속원, 2020

윤일주, 한국양식건축80년사, 야정문화사, 1966

이강민, 도리구조와 서까래구조: 동아시아 문명과 목조건축의 구조원리, 시공문화사,

2013

이강숙 김춘미 민경찬, 우리 양악100년 , 현암사, 2001

이경수, 숙종, 강화를 품다, 역사공간, 2014

이돈수 이순우, 꼬레아에 꼬레아니 사진해설판, 하늘재,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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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환·이토유키오 편저, 한국과 이토히로부미, 2009

이순우, 통감관저, 잊혀진 경술국치의 현장, 하늘재, 2010

이욱 장영숙 임민혁 김지영 이정희 최연우, 대한제국의 전례와 대한예전, 한국학중앙

연구원출판부, 2019

張起仁 著 大韓建築學會 編, 建築用語集, 1958

장기인, 한국건축대계 Ⅳ: 한국건축사전, 보성문화사, 1985

장기인, 한국건축대계 Ⅳ: 한국건축사전(재판), 보성각, 1998

장기인, 한국건축대계 Ⅴ: 목조(재판), 보성각, 2004

장기인, 한국건축대계Ⅶ: 석조, 보성각, 2006

전봉희 이강민, 3칸x3칸: 한국건축의 유형학적 접근,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6

정은주, 조선시대 사행기록화 옛 그림으로 읽는 한중관계사, ㈜사회평론아카데미,

2012

정인국, 한국건축양식론, 일지사, 1974

탁효정, 원당, 조선 왕실의 간절한 기도처, 은행나무, 2017

한국건축개념사전 기획위원회, 한국건축개념사전, 동녘, 2013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근대건축도면집(도면편), 2009

홍순민, 서울풍광, 청년사, 2009

伊丹潤 著, 李朝の建築, 釜山 : 求龍堂, 1981

[단행본(국외)]

리화선, 조선건축사1, 과학백과사전종합출판사, 1989

北京市文物硏究所 編, 中國古代建築辭典, 北京: 中國書店, 1992

南京工學院建筑系 曲阜文物管理委員會 合著, 曲阜孔廟建築, 北京 : 中國建筑工業出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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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is study aims to present the concept of ‘encircling toikan’ as a 
spatial component of the traditional wooden building, and to analyze 
the types and the design development of encircling toikan in the 
traditional buildings from the Joseon Dynasty to the Korean Empire. 
   The spatial composition method with surrounding the periphery 
around the center has been found in any architectural culture, 
regardless of geographic location and material, from ancient times to 
the Middle Ages and to modern times. This term, “encircling toikan”, 
targets the traditional wooden architecture of Korean peninsula built 
with such a universal spatial composition method, and was created 
from the judgement that there are no adequate vocabulary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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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nguage corresponding such as ‘fujiezhouza(副階周匝)’ and ‘weilang(圍
廊)’ of Chinese architecture. Previous studies have referred to 
examples of square planes with such a spatial composition as 
‘naewejin(內外陣)’, ‘hoizahyeong(回字形)’, or ‘samyeontoi(四面退)’ but 
these vocabularies are immersed in each of the subdivided research 
fields, and difficult to cover even polygonal cases.
  Encircling toikan is defined as ‘all sides bays surrounding a square 
or polygonal plan with a constant width.’ In other words, there are 
not only various plan shapes such as rectangle, square, hexagonal 
and octagonal but also diverse structure system such as single 
story, double story, and appentice for the buildings with encircling 
toikan. Encircling toikan cannot be known only by the column  
arrangement on plan. This is because the encircling toikan is a 
concept that collectively indicates the type of inner columns, the 
relationship between inner and outer columns, and the way of 
constructing the space including the direction of the rafters. 
Encircling toikan can be classified into types such as [completely 
closed type], [incompletely closed type], [1~3 sides open type], 
and [all sides open type].
  Using encircling toikan is a way of creating a universal overall 
shape within a classic structure that was faithful to the basics. 
Classical structure refers to a structure in which has inner columns 
on the both of front and rear row. In other words, it can be seen 
as a type of architecture that grew without structural risk, such as  
omitting or moving the inner columns. The degree of closure and 
opening of the encircling toikan varies depending on the purpose of 
the buildings such as palace, temple, stele house, pavilion, and 
extra. The exterior design was refined, emphasizing the corner 
where the front and the floor meet by forming a cluster of colum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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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adjusting the width of the encircling space and the spacing of the 
outer columns. The design of the encircling toikan looks similar to 
that of Song(宋) and Yuan(元) architecture in China in terms of 
structure, in the case of the appentice that forms a double-roof, 
like Bongamsa Temple's Geungrakjeon(鳳巖寺 極樂殿), while in the case 
where the outer columns are added around the vertices, such as in the 
Changdeokgung Jondeokjeong(昌德宮 尊德亭), the appearance resembles the 
Ming(明) and Qing(淸) architecture with weilang(圍廊). As such, the 
cluster of columns emphasizing the corners is a characteristic 
element of the building encircled by toikan, which is maximized 
when the encircling toikan is narrow and open. 
  The roof type applied to the buildings encircled by toikan is 
basically based on the use of corner rafter, because the outer roof 
is always formed along the encircling toikan. It can be seen that the 
plan shape is selected from rectangular, square, and polygonal, and 
the hipped-and-gabled roof, the hipped roof, and the pyramid roof 
are determined depending on whether you select a gable or a corner 
rafter in the center. Among them, the hipped roof is excluded 
because this roof type is far from the building encircled by toikan. 
While the hipped-and-gabled roof is available when the building is 
a rectangular or square plan, the pyramid roof is also when it is a 
square or polygonal plane. Here, the square plan corresponding to 
the intersection is a good object to consider the selection criteria 
for the hipped-and-gabled roof and the pyramid roof. There is no 
change in the fact that the hipped-and-gabled roof is dominant 
even in a square plan, but the pyramid roof is limitedly applying 
where the roof is treated practical or the Chinese style is intended.
  A major change in the design of the encircling toikan occurred 
during the 26th year of King Gojong(1863-1907). Gyeongbokgung
(景福宮) Dongsibjagak and Seosibjagak(東‧西十字閣, 18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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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wangudan Hwanggungwoo(圜丘壇 皇穹宇, 1899), 
ChinggyeongKinyeombijeon(高宗御極四十年稱慶記念碑殿, 1903), 
Seokgojeon(石鼓殿, 1903), and Tapgolgongwon Palgakjeong(塔-公園 
八角亭, 1903) are the examples. All of these examples of the most 
active use of the open-type encircled toikan were public 
monumental facilities built in places that many people could 
recognize in the city, and high-class architectures that escaped from 
the old palaces(九重宮闕). There are four major differences in the 
design of these cases. First, the existing method of raising authority 
was mobilized in a small hall. Second, a large-scale polygonal plan 
was rarely used with encircling toikan. Third, the column clusters 
were more emphasized and revealed through the adjustment of not 
only the spacing but also the height of the outer columns. Fourth, 
the preference for the hipped-and-gabled roof that ruled the Joseon 
Dynasty is not anymore valid, so that the pyramid roof that did not 
have a gable was actively used and applied for the buildings 
encircled by toikan. This change in the encircling toikan architecture 
is evaluated as a high-class design that appeared at the end of the 
traditional era. 
  The encircling toikan  continued eve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This point can be seen from the floor plan produced by the 
repair work of Haenam Yi Sun-Shinbigak(海南 李舜臣碑閣) contained 
in the literature written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actual survey of Deoksugung Guyeodang(德壽宮 九如堂). In 
particular, the fact that Eui-seok Shim(沈宜碩, 1854~1924) was 
involved in the construction of the Guyeodang, which was confirmed 
as the last new building of the Joseon Dynasty in 1913, is of great 
significance with the some records refers that he was the designer 
and superviser for Hwanggungwoo, Kinyeombijeon, Seokgojeon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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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algakjeong.  It is noted as an object requiring further research. 
  After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the Korean War, some of 
the monumental structures of the surrounding Toukan style of the 
year of Gojong were imprinted with the image of Seoul, the capital 
of the Republic of Korea or the former Korean Empire, and gained 
their own recognition. In particular, the combination of the encircling 
toikan and the roof from the Dongsibjagak and Kinyeombijeon was 
adopted to Korean Bell of Friendship for the US project in the 
1970s, and was actively reflected in the design of similar 
monumental structures until recently. This proves that the applying 
encircling toikan in monumental and traditional Korean buildings is 
still valid today. 

keywords : toikan, column, elevation, roof, corner, Gojong
Student Number : 2014-30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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