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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곶교 보수공사 보고

(箭串橋 補修工事 報告)

文化財管理局  張  慶  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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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개설(槪說)

  1) 살꽂이다리의 연혁(沿革)(사적(史蹟) 170號)

  동국여지승람(東國輿地勝覽)에는 「 도교(永渡橋)는 흥인문외(興仁門外)에 있다. 즉 개천 

하류(開川 下流)이다. 유반교(流盤橋)는 전곶(箭串)에 있으며 그 교(橋)는 삼백여보(三百餘步)

에 걸치고 있다. 이상(以上) 이교(二橋)는 모두 중종(中宗)이 어필(御筆)로 정(定)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 첫째 살꽂이다리가 성외(城外)에 있었다는 것, 둘째 개천(開川)이란 청계천(淸

溪川)의 줄기를 말하 을 것으로 청계천(淸溪川)의 존재(存在)를 말하여 준다. 셋째로 전곶(箭

串)이란 말은 지명(地名)이었다는 것이며 현재 성동구 왕십리(現在 城東區 往十里)와 독도(纛

島) 사이 다는 것을 추측(推測)할 수 있다. 넷째로 살꽂이다리는 중종(中宗)때에는 제반교(濟

盤橋)라 명명(命名)되었던 것이라는것 등을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전곶교(箭串橋)의 기사(記

事)가 처음 보이는 것은 세종실록(世宗實錄) 2年 5月 개유조(癸酉條)에 「상왕(上王)이 의정

(領議政) 유정현(柳廷顯)과 박자청(朴子靑)에게 조교(造橋)하는 일을 친감(親監)토록 명(命)하

다」하고 또 「유정현(柳廷顯) 박자청(朴子靑)에게 사주(賜酒)하 다. 전곶석교(箭串石橋)를 

감역(監役)하 기 때문이다.」하여 비로서 전곶교(箭串橋)의 이름을 들게 된것이다. 이 기사

(記事)를 살펴볼진대 첫째는 유정현(柳庭顯)과 박자청(朴子靑)과 같은 인물(人物)들을 이 공사

(工事)에 직접 감역(監役)시켰다는 것은 이다리의 중요성(重要性)과 그 규모(規模)가 당대(當

代)에는 크게 평가(評價)되었으리라는 것을 짐작할만 하고 또 하나 이 커다란 다리를 석교조

(石橋造)로 시도하 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조교(造橋)를 위하여 군인(軍人)을 동원(動員)시

켰으나 때는 삼복(三伏)더위라 「상왕(上王)이 曰, 전곶석교(箭串石橋)를 나는 처음부터 만드

는 것이 쉽지 않다고 생각하 다. 지금 대신(大臣)의 말을 듣고 시역(始役)한지 며칠이 되었

다. 소역(所役)하는 것은 비록 농인(農人)이 아니라 하더라도 삼복고열(三伏苦熱)의 역사(役

事)는 옳지 못하나 옛날부터 사민(使民)은 때에 마추어서 하라고 하 다. 하물며 □우전(□雨

前)에 필역(畢役)할 수 있겠는가 정역(停役)하여 가을을 기다리는 것이 좋겠다. 유정현(柳廷

顯)이 계(啓)하여 曰, “교기(橋基)가 이미 기반(基半)을 축(築)하여서 기축처(己築處)는 근일 

필역(近日 畢役)토록 하고 미축처(未築處)는 추동(秋冬)을 기다리어 필역(畢役)함이 좋겠습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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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종지(從之)하 다.」하여 역사(役事)는 일단 정지(停止)할 뜻을 나타내었고 또 「상왕(上

王)이 전곶(箭串)의 조교군인(造橋軍人)을 방(放)하도록 하 다. 교(橋)는 결국(結局) 이룩되지 

못하 다.」(세종실록(世宗實錄) 2年 5月 임진조(壬辰條))라는 말로 석교(石橋)는 결국 세종조

(世宗朝)에 완성(完成)을 보지 못하 던 것이다. 

  그런데 서울 성내(城內)의 다리도 현(現) 종로가이상(鐘路街以上)의 중심부(中心部)에나 세

웠던 석교류(石橋類)를 어찌하여 성외 십리(城外 十里)나 떨어진 곳에 세우려 시도한 것인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됨이 당연(當然)하다. 이 문제를 연구하기 위하여 이에 대(對)한 기술(記

述)을 다음과 같이 열거(列據)한다.

※「상왕(上王)이 풍양급 포천(豊壤及 抱川)에 행(幸)하여 이궁기(離宮基)를 상(相)하 다.」

(세종실록(世宗實錄) 元年11月 갑자조(甲子條))

※「상왕(上王)과 上은 광진(廣津)에서 방응(放鷹)을 관(觀)하고 드디어 풍양(豐壤)에 행(幸)하

여서 이궁(離宮)의 축조(築造)를 보았다. 시역 미순(始役 未旬)하여 궁침(宮寢)이 기성(己成)되

었다....」(세종실록(世宗實錄) 2年 윤정월병자조(閏正月丙子條))

※「상왕(上王)과 노상왕(老上王)(定宗)은 동교(東郊)에 행(幸)하여 방응(放鷹)을 보았는데 상

왕(上王)도 이를 따랐다. 드디어 대산신정(臺山新亭)에서 치주(置酒)하 다가 저녁이 되어 돌

아왔다. 산은 전곶평(箭串平)의 東쪽에 있어 (圖面1 참조) 한수(漢水)에 임(臨)하 다. 山 모양

은 복증(伏甑)과 같아 혹(惑)은 증산(甑山)이라고도 한다. 상왕(上王)은 지난 겨울부터 그 산하

(山下)의 축궁(築宮)을 명(命)하고 기산상(其山上)에는 정자(亭子)를 만들게 하 던 것인데 지

금 이축된 것으로 박은(朴訔)에게 정명(亭名)을 짓게 하 다. 그는 낙천(樂天)으로 할 것을 청

(請)함으로써 명명(命名)하 다.」(세종실록(世宗實錄) 元年2年 병신조(丙申條))

※「세종(世宗) 2年 4月 1日, 상왕(上王)인 태종(太宗)은 낙천정(樂天亭)에 있었다. 王인 세종

(世宗)은 낙천정(樂天亭)에 가서 상왕(上王)을 뵙고 다음날 서울로 돌아왔다.」

※「同 2年 4月 3日, 상왕(上王)은 낙천정(樂天亭)에서 풍농신궁(豐農新宮)으로 갔다.」

※「同 4月 6日 王은 낙천정(樂天亭)에 가서 대비(大妃)를 뵈옵고 돌아왔다. 이날 상왕(上王)

은 풍양(豊壤)에서 낙천정(樂天亭)으로 돌아왔다.」

※「同 4月 7日, 상왕(上王)은 서울로 왔다. 경복궁(景福宮)에서 사신(使臣)을 앙접(仰接)하는 

행사(行事)가 있었기 때문이다.」

※「同 4月 10日, 王은 낙천정(낙천정)에 가서 상왕(上王)을 뵈옵고 돌아왔다.」

※「同 4月 11日, 상왕(上王)은 낙천정(樂天亭)에서 서울로 왔다. 중국사신(中國使臣)을 배송

(拜送)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이다. 다음날 낙천정(樂天亭)으로 돌아왔다.」

※「王이 낙천정(樂天亭)에 가서 상왕(上王)을 뵈었다. 중국사신(中國使臣)도 낙천정(樂天亭)

으로 왔다. 상왕(上王)과 王은 이곳에서 중국사신(中國使臣)을 접대(接待)하 다.」

※「同 4月 17日, 상왕(上王)은 풍양(豊壤)으로 가다. 다음날 낙천정(樂天亭)으로 돌아오다.」

※「同 4月 20日, 王은 낙천정(樂天亭)에 조(朝)하고 돌아왔다.」

※「同 4月 21日, 상왕(上王)은 풍양(豊壤)으로 가다. 24日에야 낙천정(樂天亭)으로 돌아오

다.」

※「同 4月 29日, 王은 낙천정(樂天亭)에 가서 조(朝)하 다.」

  이상 세종실록 기록(世宗實錄 記錄)을 검토하면 첫째 풍양(豐壤)과 낙천정(樂天亭)으로 행행

(行幸)하기 위하여 이 다리를 거쳤다는 것과 이미 유정현(柳廷顯)과 박자청(朴子靑)에 석조교

(石造僑)를 감역(監役)시키기 전에도 왕래(往來)가 빈번하 던 것으로 보아 적어도 목조교(木

造橋) 정도는 있었을 것이 확실시 된다. 그 연대(年代)로 고려(高麗)때 지부사(知府事)로 두었

던 풍양지역(豐壤地域)의 역사(歷史)를 비추어 보아 그 도하(渡河)가 빈번했었을진대 고려 이

전(高麗 以前)부터 목교(木橋)는 이미 가구(架構)되었던 것이 아닌가 하는 추측(推測)이 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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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공사 도중 이조말기(工事 途中 李朝末期)의 백자(白磁) 술잔으로부터 청대(靑代)의 도광

통보(道光通報), 송대(宋代)의 원풍통보(元豐通報) 등의 화폐(貨幣)가 기초(基礎)에서 발굴(發

堀)되었다는 사실로서 그 연대(年代)의 예측(豫測)은 무리(無理)가 없지않은가 하는 생각이다.

  둘째로 태종(太宗)이 상왕(上王)으로 등극하면서 피거(避居)한 낙천정(樂天亭)과 풍양이궁

(豐壤離宮)이 있었다. 또 상왕(上王)은 성내(城內) 궁궐보다도 이궁(離宮)에 거처(居處)하는 일

이 많았었고 왕(王)은 부왕(父王) 뵈우러 자주 왕래(往來)하 다. 즉 이궁(離宮)에는 낙천정(樂

天亭)과 풍양이궁(豐壤離宮), 연희궁(衍禧宮)이 있었는데 연희궁(衍禧宮)에는 행행(行幸)한 일

이 별로 없지만 풍양이궁(豐壤離宮)과 낙천정(樂天亭)은 태종(太宗)이 양위(襄位)한 후 상거

(常居)하는 것으로서 살꽂이다리는 세종(世宗)과 그의 상왕(上王)인 태종(太宗)이 자주 다니던 

이궁(離宮)을 가는 다리 고 신하들이 진언하여 세웠던 것이다. 그후 성종조(成宗朝)때 성현

(成俔)의 용제총화(慵齊叢話)에 보면 「승(僧)이 일찍이 전곶교(箭串橋)를 구(構)하 다. 만석

(萬石)을 벌(伐)하고 대천(大川)을 월(越)하여 작교(作橋)하 다. 교변(橋邊)은 삼백여보(三百

餘步)가 된다. 옥우(屋宇)와 같이 平하여 행인(行人)은 평지(平地)를 밟는것 같다. 제반(濟盤)

이라 이름한다. 또한 대문외 왕심평대교(大門外 往尋坪大橋)를 구(構)하 으니 도교(永渡橋)

하 이름한다. 이는 모두 어필(御筆)로 소정(所定)한 것이다.」 즉 석교(石橋)는 성종(成宗) 14

年 가구(架構)하여 명명(命名)된 것 같다.

  2) 다리(橋樑)의 역사(歷史)

  미구(美口)의 Henry Billings는 「다리는 도시(都市)의 입구(入口)로서의 역할(役活)과 집

(密集)된 시가(市街)와 초라한 건물(建物)들을 구획(區劃)해 주는 위대(偉大)한 미적존재(美的

存在)이다.」라고 말하 다. 어느 지방 어느 도시(都市)를 가 보더라도 입구(入口)로서의 다리

를 흔히 볼 수 있고, 또 구획(區劃)의 표석(表石)일 뿐만이 아니라 맥(脈)을 잇는 관(管)이기도 

하다. 또한 아름다운 山이나 언덕과 강(江)을 길과 다리를 구축(構築)할만한 충분한 가치성(價

値性)을 나타낸다. 山이란 장애물체(障碍物體) 外에도 여행자(旅行者)를 방해(防害)하는 것은 

개울과 강(江) 또 항궁(港弓)과 못 등이 있는데 이러한 장애물(障碍物)을 건너갈때 흔히 수면

(水面)에 뜬 돌을 밟고 또는 건너자빠진 통나무를 타고 혹은 늘어진 가지를 타고 흔들어 건너

가기도 한다. 이들의 기능(機能)은 다리의 원조(元祖)가 되는 것이다. 즉 징검다리(중국(中國)

에서는 도돈자(跳墩子)라 함), 가교(架橋), 삭교(索橋)(Suspension Bridge) 등의 역사(歷史)가 

이러한 간단한 이용(利用)에서부터 시작 발전(始作 發展)한 것이다. 당초(當初) 많은 나라에서 

하천(河川)을 건너가기 위하여 간단(簡單)한 삭교(索橋)를 시도하 다. 즉 Peru人들은 섬유(纖

維)질로 짠 밧줄을 이용(利用)하여 양측(兩側) 언덕 큰나무에 매어서 150척(尺)이나 되는 강

(江)을 건넜다. 중국(中國)에서도 밧줄을 매어단 의자(椅子)에 올라 이를 끌어당겨 건너도록 

시도하 다. 또 고대(古代) 유럽에서는 간단한 목조(木造) 다리로 호수(湖水)를 건넜고 아일랜

드에서는 징검다리를 놓아 개울을 건너게 했다. 이렇게 하여 고대(古代)의 다리는 일찍부터 석

교(石橋)와 목교(木橋)를 사용했고 또 발전을 시켜 현재(現在)의 유명한 Brooklyn Bridge와 

Goldengate Bridge를 가설(架設)케 하여 인류(人類)를 놀라게 한 것이다. 이렇게하여 지금에 

와서는 그 통계에 의하면 도로장(道路長) 2.5km마다 1개소의 다리가 있어야 교통(交通) 소통

에 지장(支障)이 없을 정도로 다리의 역할(役割)은 중요(重要)한 것이다. 물론 최초(最初)로 소

천(小川)에 사용됐던 다리는 징검다리 을 것이고 현재(現在) 시골에서도 많이 볼 수 있는 것

이나 그 하천(河川)의 조건(條件)과 상황(狀況)에 따라서 각기 발전(發展)해 왔을 것이다. 다리

의 형태(形態)에 따라 재료(材料)가 선택되고 공법(工法)의 난이(難易) 및 내구성(耐久性)에 

따라 다리의 종류(種類)를 선정했을 것이므로 목교(木橋)가 석교(石橋)로 석교(石橋)가 철교

(鐵橋)로 바뀌었다.

  가장 간단(簡單)히 구(求)할 수 있는 재료(材料)와 그 공작(工作)이 용이(容易)한 것이 목교

(木橋)일 것이다. 그러므로 최초(最初)에는 다리의 재료(材料)로서 목재(木材)를 많이 사용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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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목조교(木造橋)를 많이 사용(使用)하다 보니 오랜 시일(時日)에 견디지 못하고 파손(破損)된

다. 그 원인(原因)은 첫째 습기(濕氣)로 인(因)한 부식(腐飾)이고, 둘째로 유속(流速)과 풍속

(風速)에 의(依)한 응력(應力)에 약(弱)하다. 또 적재(積載), 적운(積雲)에 내구성(耐久性)이 없

다. 셋째로 수중재료(水中材料)에 부력(浮力)을 많이 받게 된다. 네째 화재(火災)에 약하다 등

을 들 수가 있겠다. 그리하여 보통 목조교(普通 木造橋)도 50년을 견디지 못하는 것을 알게 되

었다. 1800년대(年代)의 미국(美國)의 다리 전문가(專門家) 던 Palmer氏는 목교(木橋)라도 천

연조건(天然條件) 및 기타에 대(對)하여 보호(保護)를 해주면 20年 내지 40年을 더 보존(保存)

시킬 수가 있다고 말하여 목조교(木造橋)의 빈약성을 말하여 주었다. 이리하여 목재(木材)는 

석재(石材)로 대치(代置)하게 되었으며 최초(最初)의 석교(石橋)는 <Clapper Bridges>라고 

불리웠다. 이것은 장대석(長臺石)으로 만들어졌고 장대석(長臺石)은 바위나 막대기, 말뚝 혹은 

이토(泥土)로 된 기반(基盤) 위에 놓여졌다. 이러한 것은 이미 중국(中國)에서는 당(唐)나라때

부터 사용(使用)되었고 우리나라에서는 경주(慶州)의 월정교(月淨橋) 등의 흔적으로 보아 신라

초기(新羅初期)부터 시작된 것 같다. 이 장대 석교(長臺 石橋)의 발달(發達)은 처음에는 기둥

石을 간격(間隔)을 두어 여기에 한 두 개씩 종방향(從方向)으로 걸쳐 다리를 만든 데서 부터 

시작(始作)하여 다리폭(幅)을 넓히고 유속(流速)에 견디기 위하여 횡방향(橫方向)으로 3개 내

지 5개되는 기둥을 열(列)로 세워 그 위에 횡(橫)보를 걸고 횡(橫)보 위에 판석(板石)을 종(從)

으로 걸어 조교(造橋)하 다. 이 실례(實例)는 고려시대 선죽교(高麗時代 善竹橋)로 볼 수 있

고(圖面 2) 개성(開城)에 있는 만부교(萬夫橋)도 이러한 다리 고, 청주(淸州)에 있는 석교(石

橋)도 그 예(例)라 하겠다. 그 후 이러한 양식(樣式)의 다리는 대단(大端)히 좁은 하천(河川)에

만 사용(使用)했었을 뿐 아니라 앞서 암시(暗示)한 교량(橋樑)의 파괴원인(破壞原因)인 1. 화

재(火災) 2. 홍수(洪水) 3. 부식(腐飾) 4. 폭풍(暴風) 중 홍수(洪水)에 약하 다. 그리하여 홍수

(洪水)에 저항(抵抗)을 받는 종가재(從架材)를 되도록 적게 놓는 방법(方法)이 안전(安全)하리

라는 생각을 갖게 되는것이 당연(當然)할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기둥위에 횡가재(橫架材)를 

얽고 이 위에 판석(板石)을 횡(橫)으로 받치는 종가재(從架材)를 즉 종(從)보를 얹은 다음 판

석(板石)을 횡열(橫列)로 깔았다. 이것은 마치 건축가구(建築架構)를 그대로 이용(利用)한 감

(感)이 있다. 구조적(構造的)으로 전기(前記)의 가횡식(架橫式)보다도 안전(安全)하고 내구성

(耐久性)이 있으므로 교량(橋樑)은 더 거대(巨大)할 수 있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서 이조초기

(李朝初期)에 성(盛)하 던 석교구법양식(石橋構法樣式)으로서 대표적(代表的)인 다리로 수표

교(水標橋)와 전곶교(箭串橋) 등을 실례(實例)로 남기고 그 수법(手法)은 사라져갔다. 그 외 

Clapper 대신(代身) 石아치 (홍예)의 수법(手法)이 나타났는데 이 석(石)홍예의 발달(發達)은 

다리의 구조기술(構造技術)이나 그 규모(規模)의 발전상(發展上) 큰 공헌(功獻)을 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홍예의 발달로 Roma시대(時代)부터 건축(建築)에 이용(利用)되었는데 이 홍예

의 구법(構法)은 마차바퀴로부터 시작(始作)되어 그 원리(原理)를 이용(利用)했었다고 전(傳)

해진다. 즉 마차바퀴를 고찰(考察)해보면 처음에는 통나무로 시작되어 너무 육중함을 느끼고 

바퀴 한 구석에 구멍을 뚫어 중량(重量)을 줄여 보았다. 이렇게 하여 결국은 통나무 대신(代

身) 세재(細材)를 사용하고 주위(周圍)테만을 연결(連結)시켜 세워도 안전(安全)하게 견딤을 

알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즉 홍예의 원리(原理)가 되는 것이다. 그 한 구간구간(區間區間)이 

원형(圓形)홍예 연속(連續)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역사(歷史)를 공부하는 사람은 누구나 자립

(自立)하는 Stone arch 처럼 간단(簡單)하면서도 기이(奇異)한 대상(對相)을 생각해 낼수 없었

다는 것을 이해(理解)하게 될것이다. 처음에는 아아치 나무型틀에 맞추어 돌 하나로 세웠고 나

중에는 여러쪽의 돌로 형틀에 맞추어 쌓아놓고 나중에 형틀을 제거(除去)하여도 그 자체(自

體)가 지지(支持)함을 알게 되었다. 옛날 고대(古代) 로마나 중국(中國)의 삼국시대(三國時代) 

사람들은 이렇게 하여 돌홍예 다리를 성취(成就)하 던 것인데 역사(歷史)로 보아 중국(中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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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수세기(數世紀)를 앞섰다는 것은 주지(注知)할 사실(事實)이다. 이후 수세기(數世紀)를 

거쳐 로마 사람들은 Pons Augustus와 같은 석교(石橋)로 발전(發展)시켜 5개(個)의 반원(半

圓)아아치로서 홍수(洪水)에도 견딜만한 석교(石橋)가 되었고 오늘날 2천여년(千餘年)을 견디

어 왔다.

  기원(紀元) 5세기(世紀)에서 15세기(世紀)까지는 이러한 다리가 한 사람에 의(依)하여 설계 

구축(設計 構築)된 것이 아니고 여러 순교자(巡敎者)에 의(依)하여 혹은 피지배자(披支配者)들

에 의하여 설치(設置)되었던 것이다. 불란서의 Pon't d' Avignon橋도 좀 새로운 것이긴 하지

만 Roma의 다리 원리(原理)를 이용(利用)한 것이다. 15세기(世紀)에 와서 Church에 이용(利

用)되는 Arch는 뾰족하게 변하고 다리에 사용되는 아취는 그 Span을 넓히기 위하여 넓고 평

평하게 되어 그 반원형(半圓形)의 모양은 변모(變模)하게 되었다. Venice의 Rialto Bridge로 

이 시대(時代)의 대표적(代表的)인 홍예 석교(石橋)의 하나이며 중국(中國)에서도 북방(北方)

에는 이러한 타원형 다리가 많이 발견(發見)되었다.

  그후 18세기 불란서(世紀 佛蘭西) Jean perronet's Seins 강(江)에 가구(架構)된 석교(石橋)

는 그 아름다움과 경쾌한 구조(構造)로서 세계적(世界的)으로 이름높은 다리로 교각(橋角)의 

Span은 120ft나 되었고 이에 비하여 교각(橋角)의 폭(幅)은 13ft 밖에 되지 않는 5개(個)의 아

아치를 가진 석교(石橋)로서 아아치석교(石橋)의 전성품(全盛品)이라 하겠다. 재료(材料)의 발

달(發達)은 18세기말(世紀末) 국(英國)에서 Severn River에 처음 철교(鐵橋)아아치를 시도

(示道)하게 하 는데 이는 미국(美國)의 Brownsvilue에 가설(架設)된 것보다도 60년전(年前)

이었다. 처음에는 Cast iron을 사용(使用)하 으나 오늘날에는 wrought iron으로 설계(設計)

되어 더욱 견고성을 나타냈다.

  이상(以上) 다리의 역사(歷史)는 재료(材料)와 기법(技法)에서 다양(多樣)하게 발전(發展)해 

오고 오늘날에는 아아치대신(代身) Suspension 구조(構造)를 이용(利用)하여 그 구조미(構造

美)와 기능미(機能美)를 전성(全盛)시키고 있지만 아직도 이동하중(移動荷重)의 변화(變化)와 

풍속(風速)에 의한 상하면(上下面)의 측압력(測壓力)(예로 바람에 기가 날리는 원리(原理)) 등 

많은 어려운 문제(問題)가 더 연구(硏究)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관련(關聯)해서 다리를 붕괴

시키는 요인(要因)들을 검토해보면 첫째 하부구조(下部構造)의 붕괴 요인(要因)으로 홍수설(洪

水雪)(눈사태 등), 바위돌, 유수(流水)들이 있고 상부 구조(上部 構造)의 붕괴 요인(要因)은 자

중(自重) 및 하중(荷重), 풍(風), 설(雪), 온도(溫度)의 변화(變化) 등을 들 수 있다.

  끝으로 참고삼아 중국(中國)문헌에 나타난 다리의 종류(種類)와 그 해설(解說)을 간단(簡單)

히 소개하고 이 장을 그치겠다.

  중국(中國)의 교량명칭(橋樑名稱)으로는 다음과 같은 종류(種類)와 해설(解說)을 갖는다.

    1. 도돈자(跳墩子)

  교량(橋樑)으로 생각히기는 어려우나 물이 깊지 않은 작은 내에 바위를 수상(水上) 위에 올

라오도록 놓아 사람이 이 위를 딛고 건너만 오도록 한 것이다.

    2. 부교(浮橋) 

  유속(流速)이 크지 않은 지방(地方)에 있으며 중국(中國)에서 제일 먼저 사용(使用)됐다고 

한다. 대나무 뗏목을 연결(連結)하여 물위에 띄우는 경우와 배를 연결(連結)하여 띄우는 경우

(境遇)가 있는데 이들의 연결(連結)은 쇠줄을 사용(使用)했고 답면(踏面)에는 밝기 편(便)하고 

유수(流水)에 만곡형(彎曲形)을 이루는 것을 어느 정도 방지(防止)하기 위한 답판(踏板)을 놓

았다. 중국(中國) 원화지(元和志)에는 “천진교(天津橋)는 하남현 북서리(河南顯 北西里)에 있

는데 수대업(隋大業) 元年(西紀605年)에 가설(架設)되었으며 배를 남북(南北)으로 연달아 매어 

쇠고리를 설치(設置)하 고 양측단부(兩側端部)에는 누(樓)를 올렸다”라고 씌어 있어 지금의 

London Bridge를 연상케하는 장식(裝飾)을 한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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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목석판 평교(木石板 平橋)

  제일 많이 사용(使用)하는 다리로서 중국국림리(中國國林里)에 있는 다리와 같이 장석판(長

石板)에 조각(彫刻)을 하여 둥 게 구부러진 형체(形體)를 갖고 교각(橋脚)은 흔히 석주(石柱)

로 세워지고 황하유역(黃河流域)에 많이 쓰여졌다. (도면(圖面) 3)

  교각(橋脚)은 5∼6개의 원형석주(圓形石柱)를 노출(露出)시키고 그 상호거리(相互距離)는 

2∼3척(尺)으로 되어 석교면(石橋面)의 크기에 따라 주상(柱上)에 종횡방(縱橫榜)을 걸치고 교

판(橋板)을 덮는다. 석주(石柱)에 원형(圓形)을 채택(採擇)한 이유(理由)는 물의 저항(抵抗)을 

막기 위함이다.(우리나라에서는 수표교(水標橋)와 전사교(箭事橋)에서 보는 바와 같이 마름모

꼴을 이용(利用)하여 물의 저항(抵抗)을 막아주었다.)

  중국 남방 사천(中國 南方 四川)등地에서는 장석판(長石板)이 풍화(風化)되어 절단(切斷)되

는 위험(危險)을 막기 위하여 석판(石板) 밑에 목량(木樑)을 보부(補付)하 고 이렇게 하므로

서 장석(長石)이 균열(龜裂)이 나더라도 즉시 파괴(破壞)되어 인명(人命)의 피해(被害)를 입지 

않게 되었다. 석평교(石平橋)는 중국 완림리(□林里)에 많이 사용(使用)되었고 그 변화(變化)

도 많이 가져와서 지형(地形)에 따라 3曲, 5曲, 9曲으로 단(段)이 져 꺾인 것도 있고 갈지(之)

자로 꺾인 것, 궁자(弓字)로 곡(曲)진 것 등이 있어 이러한 것을 “구곡교(九曲橋)”라 칭(稱)하

여 난간(蘭杆)에다 석등(石燈) 등을 꾸미어 아름답게 하 다.

    4. 권교(卷橋)(Arch)

  권교(卷橋)는 석재(石材)나 전(磚)으로서 원형(원형)을 이루어 설치(設置)하는 것이며 교면

(橋面)이 잘 도괴(倒壞)되지 않는 장점(長點)이 있다. 중국(中國)에서는 대략 은대(殷代)에 다

루어졌다고 하나 이때의 실물(實物)은 현재(現在) 남아있지 않고 수(隋)나라때의 실물(實物)만 

남아있다. (圖面 3)

  현재 중국(現在 中國)에는 석조 권교(石造 卷橋)가 많고 이 권수(卷數)는 하천(河川)에 따라 

다르지만 다개는 1, 2, 3, 5, 7, 9, 10, 11 등 여러 가지가 있다.

  또 홍예(虹蜺)에는 반원현홍예(半圓形虹蜺)와 타원형 홍예(楕圓形 虹蜺) 및 고상홍예(孤狀虹

蜺) 등이 있는데 중국 남방(中國 南方)에는 반원형(半圓形)이 많이 쓰 고 북방(北方)에는 타

원형홍예(楕圓形虹蜺)를 많이 사용(使用)했다. 이에 비(比)하여 고상홍예(孤狀虹蜺)는 드물다. 

  완림(□林)에는 단공홍예(單孔虹蜺)가 많고 수대(隋代)의 대석교(大石橋)로 단공(單孔)이었

다. 또 교각(橋脚) Span이 37척(尺)이나 되고 양측(兩側)에는 작은 홍예(虹蜺)로 두어 큰 홍예

(虹蜺)의 하중(荷重)과 수압(水壓)을 균형(均衡)있게 설계(設計)된 것도 있다. 이렇게하여 중국

(中國)은 서구(西歐)보다도 약 1천백여년전(千百餘年前)에 홍예교(虹蜺橋)가 나타났으며 수대

(隋代)에 와서는 그 기교(技巧)가 고도(高度)로 발달(發達)하게 되었다.

    5. 랑교(廊橋)

  중국(中國) 당(唐)나라때부터 사용(使用)하여 온 것으로서 교판(橋板)을 우수(雨水)로부터 

보호(保護)할 목적(目的)으로 강우량(降雨量)이 많은 지방(남방)(地方(南方))에 사용(使用)된 

것이나 강우(降雨)가 적고 바람이 많은 북방 지역(北方 地域)에는 사용(使用)치 않은 것이다.

    6. 정교(正橋)

  중국(中國)의 서부(西部) 서남지역(西南地域)(청해운남등지(靑海云南))에 다소사용(多少使用)

된 것이며 하천변 양측(河川邊 兩側)에서부터 목판(木板)을 차차 내 어 쌓아 종장(終張)을 연

결시켜 다리를 형성(形成)시킨 것으로 공정(工程)이 복잡(複雜)하고 하중(荷重)을 많이 받을 

수 없음이 단점이고 Span은 백수습척(百數拾尺)을 이룰수 있고 하상(河上)에 교각(橋脚)이 없

어 편리(便理)한 장점(長點)도 있다.

    7. 삭교(索橋)

  중국 서남부(中國 西南部)에서 가장 많이 볼 수 있으며 대나무나 철선(鐵線)으로 이어 만들

며 일반적(一般的)으로 급류(急流)에 많이 사용(使用)되고 양구(兩丘)에 안전(安全)한 기축(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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軸)을 가져야 한다. 줄위에 답판(踏板)을 깔아댄다. 대나무를 이용(利用)할 시(時)는 수시(隋

時)로 대나무 줄을 갈아주고 난간을 설치(設置)하여 상하좌우(上下左右)로 흔들림에 대비(對

備)하여 위험(危險)을 방지한다.

  상기 설(上記 說)한 바와 같이 중국(中國)의 다리는 다양(多樣)하여 서남(西南)에는 삭교(索

橋), 교서부(橋西部)에는 정교(正橋), 남방 우습(南方 雨濕)이 많은 곳은 낭교(廊橋) 등이 많고 

석권교(石卷橋)와 평교(平橋)는 각지(各地)에 퍼져 있다.

    Ⅱ. 전곶교(箭串橋)의 특징(特徵)과 보수공사 시행(補修工事 施行)  

  (1) 특징(特徵)

  전곶교(箭串橋)의 특징(特徵)이라 하면 첫째 시대적(時代的)인 의식(意識)와 둘째 구성적(構

成的)인 특징(特徵)으로 나눌수 있겠는데 시대적(時代的)인 것은 앞서 第1項에서 기술(記述)했

던 바와 같이 이조초기(李朝初期)에 성황(盛况)했던 장석판교(長石板橋) 중 가장 큰 규모(規

模)의 하나라고 생각되며 우리나라의 Clapper Bridge 발전사 말기(發展史 末期)의 것이라 말

할 수 있겠으나 당시(當時) 성내(城內)를 벗어난 외딴 곳에 위치(位置)하고 있었으면서도 이렇

게 큰 후사(後事)를 시도(試圖)한 것은 세종(世宗)의 부왕(父王)이 상거(常居)하시던 풍양별당

(豐壤別當)과 낙천정(樂天亭)의 통로(通路)로서 당초계획(當初計劃)은 장려(壯麗)하 지만 기

초(基礎)만 이루고 준공(竣功)치 못하 으므로 후대(後代)에 와서는 그리 중시(重視)여기지 않

고 그저 전왕(前王)의 뜻을 이루는 것으로만 그친듯한 느낌을 갖게 된다. 그리하여 그 공법(工

法)이나 기법(技法)에 있어 수표교(水標橋)보다도 조잡(粗雜)한 방법(方法)을 썼다. 다음에는 

기술(記述)하는 구조적(構造的)인 특징(特徵)은 이런 면에서 主로 수표교(水標橋)와 비교 설명

(比較 說明)하고자 한다. 기둥 배열(配列)로 보아 전곶교(箭串橋)는 횡열(橫列)로 4列(54m), 

종열(從列)로 22列(76.2m)의 길고 선련(銑鍊)된 평면(平面)을 가지고 있다. 이에 비(比)하여 

수표교(水標橋)는 횡(橫)으로 5列(8m), 종(從)으로 9列(26.8m)의 그리 길지는 않고 아담(雅淡)

하기는 하나 교량(橋梁)으로서 그리 선련(銑鍊)된 평면(平面)은 아닌 둔중(鈍重)한 감(感)을 

면(免)치 못하고 있다. 전자(前者)의 기초(基礎)는 확실(確實)치는 않아도 발굴 결과(發堀結果)

나 전언기록(傳言記錄)(이층(二層)다리라고 함)에 의(依)하면 통기초(基礎) 다고 생각되나(지

면석(地面石)이 있음) 후자(後者)는 독립기초(獨立基礎)라는 것, (지면석(地面石)이 없음) 그리

하여 주초석(株礎石)에 있어 전자(前者)는 높이 및 규격(規格)이 일정(一定)치 않게 장방형 자

연석(長方形 自然石)인데 비하여 후자(後者)는 평균(平均) 1m 정도의 일정(一定)한 정사각형

(正四角形) 정다름 가공석(加工石)이라는 점(點), 또 기둥에 있어 전자(前者)는 대부분이 하후

상박(下厚上薄)의 정사각 단면(正四角 斷面)(각추형(角錐形))으로, 기초(基礎)와 닿는 面은 깊

게 (3재(才) 정도) 파서 그레질하여 주초(柱礎)위에 얹었고 그 길이가 횡(橫)으로 변주(邊柱)

는 중앙주(中央柱)보다 약 20cm가량 높게 세워져 횡량(橫梁)은 제비날개처럼 치켜올려 놓았

다. 당시(當時)의 의도(意圖)는 확실(確實)히 알 수 없으나 後에 설명(說明)하듯이 횡압(橫壓)

에 의한 구조적(構造的)인 안정(安定)과 중앙 종량(中央 從梁)의 가공(加工)을 덜기 위하여 이

렇게 한 것 같다. 이에 비(比)하여 후자(後者)의 기둥은 일정(一定)한 마름모꼴로 되어 있어 

물에 의(依)한 저항(抵抗)을 받도록 높이 일매지게 세워 횡량(橫梁)을 수평(水平)으로 걸어 놓

았다. 가공(加工)도 전자(前者)의 큰혹띠기와는 달리 정 다듬을 하여 面바르게 하 다. 다음 

상부구조(上部構造)에 있어 전자(前者)의 경우 횡량(橫梁)위에 놓인 종량(從梁)은 양변(兩邊)

에 놓인 것만 따내어 판석(板石)을 물리고 중앙(中央)에 놓인 것은 그 위에 그냥 판석(板石)을 

얹었다.

  판석(板石)의 답면(踏面)은 횡단(橫斷)으로 보아 중앙(中央)이 양단면(兩端面)보다 약 20cm 

정도 높게 곡면(曲面)을 이루고 또 종단(從斷)으로 볼때 서측(西側)에서부터 13번째 교각(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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脚)을 제일 높게 하여 서단부(西端部)에서부터 1.44m 높 고 동단부(東端部)보다는 0.44m 높

여 완만한 만곡(彎曲)을 이루었다. 여기서 중앙간(中央間)을 전체 22간(間) 중 13번째로 택

(擇)한 이유(理由)는 서단면(西端面)이 동단면(東端面)보다 약 1m가 낮은 레벨에 있으므로 이

것을 시각적(視覺的)으로 조정(調整)하기 위한 수법(手法)이라 생각되며 전술(前述)한 바와 같

이 횡단면(橫斷面)으로 볼때 양(梁)은 위로 들었다 답판(踏板)은 밑으로 곡면(曲面)을 이룬 것

은 하천(河川)이 범람(氾濫)하여 횡력(橫力)을 받을때 어느 정도 버팀이 되는 구조적(構造的)

인 面과 중앙종(中央從)보를 수표교(水標橋)에서와 같이 가공(加工)치 않아도 노면곡(路面曲)

을 이룰 수 있다는 시공상(施工上)의 의도(意圖)로 나타낸 것이라고 말할수 있겠다. 상부구조

(上部構造)에 있어 수표교(水標橋)와 같이 석란간(石欄杆)이 없음은 역시 공사비면(工事費面)

에 있어 적은 방향(方向)을 택(擇)한 것이라 말할 수 있겠다. 또한 종단(從斷)으로 볼때 전곶

교(箭串橋)의 답면 만곡선(踏面 彎曲線)은 동단부(東端部)에서 31.8m지점에서 0.84m의 곡(曲)

을 이루어 1m 당 2.64cm 의 곡(曲)을 두었고 수표교(水標橋)에서는 단부(端部)에서부터 중앙

(中央) 13.4m 지점에서 0.3m의 만곡(彎曲)을 이루어 1m당(當) 2.23cm의 곡(曲)을 두었다. 이

로 보아 당시(當時) 두개의 다리 곡선(曲線)을 거의 같은 정도로 생각된다. 공법(工法)에 있어 

전자(前者)는 거의 거친 혹떼기로 마무리했을 뿐 아니라 그 조립(組立)에 있어서도 잔돌을 많

이 이용(利用)하여 뜬곳을 메꾸어 나갔고 이에 比하여 후자(後者)는 가공(加工)을 치 (緻密)

히 하여 빈틈없이 조립(組立)한 감이 있다. 이로서 이 다리의 특징(特徵)을 대략 기술(記述)하

다.

  다음 공사시행(工事施行)에 대하여 말하자면 일정(日政) 때(大正2年) 보수(補修)한 후 해방

전(解放前)에 그 일부(一部)가 유실(流失)된지 근(近) 30年을 그대로 방치(放置)되었던 본교

(本橋)는 지난 1971년 박정희 대통령 각하(朴正熙 大統領 閣下)의 특별 지시(特別 指示)로 서

울 특별시(特別市)에서 그 보수(補修)를 계획(計劃)하 다. 동년(同年) 4월 8일 문화재위원회

(文化財委員會)의 승인(承認)을 받아 1971년 8월 6일 착공(着工)하여 1972년 4월 15일에 준공

(竣工)을 보게 되었는데 그동안 원설계(原設計)의 이의(異意)가 있어 2次 자문위원회를 열어 

다음과 같은 내용(內容)의 설계변경방안(設計變更方案)을 세우고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

의 설계 변경 승인을 동년(同年) 11월 9일에 열어 시행(施行)한 것이다. 즉 그 내용(內容)은 

① 당초 설계(當初 設計)는 현재 석기초(現在 石基礎)를 해체(解體)하여 파일을 박고 콘크리이

트통 기초(基礎)로 하기로 되어 있으나 이는 재래 기초(在來 基礎)의 견고성(堅固性)으로 보아 

필요(必要)가 없다는 이유(理由)로 원상 복원(原狀 復元)하기로 한다. ② 하상(河上)이 높아짐

에 따라 강우량(降雨量)이 많은 시(時)에는 범람(氾濫)할 우려가 있어 교량(橋梁)의 높이를 약

(約) 1m 높이도록 하 으나 이는 다리의 규모(規模)로 보아 조화(調和)를 잃게 되어 원형변경

(原形變更)을 가져오게 될 우려가 있으니 문화재보수(文化財補修)의 의의(意義)가 없다하여 현

상(現狀)대로 변경(變更)한다. ③ 재래 공법(在來 工法)의 약점(弱點)을 보강(補强)하기 위하여 

주요(主要) 마춤 부분(部分)에는 보강철물(補强鐵物)을 사용(使用)한다.

  이렇게 하여 우리의 수백년 유구(數百年 遺具)가 후세(後世)에 전달(傳達)되는 사업(事業)을 

이루었던 것이다.

    Ⅲ. 공사 시행방법(工事 施行方法)

  공사시행 방법(工事施行 方法)은 행정적(行政的)인 것을 제외(除外)한 실재적(實在的)인 것

만을 다루어 말하고져 한다. 이는 사전조사(事前調査), 기구, 자재설정(資材設定), 그리고 시공

(施工)으로 나누어진다. 사전조사(事前調査)는 우선 잔여부재(殘餘部材)의 실측(實測)과 부호

(付號)로 실시(實施)하 는데 실측(實測)은 各 부재(部材)마다 시행(施行)하 고 그 기록(記錄)

을 별표 (1. 2號表)와 같이 하여 서단부(西端部)로부터 교각 순서(橋角 順序)로 1, 2, 3... 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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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付號)를 정하고 南쪽에서 北쪽으로 기둥 순서(順序)에 따라 ㄱ, ㄴ, ㄷ, ㄹ로 적어서 예를 들

어 第1列 기둥의 첫번째는 기-ㄱ-1로 표시(表示)하고 또 보에 있어서 그 건너가는 위치(位置)

를 표시(表示)하여 횡 ㄱ∼ㄴ-1 등으로 표시(表示)하 다. 여기서 주의(注意)할 점은 기입자

(記入者)의 착오(錯誤)로 횡(橫)과 종(從)을 바꾸어 기입(記入)하여 현재 기록(現在 記錄)에는 

횡(橫)보를 종(縱)보라 하고 종(縱)보를 횡(橫)보로 표시(表示)하 다. 기둥의 단면치수(斷面値

數)는 중간(中間)쯤을 실측(實測)한 수자(數字)이고 단면(斷面)은 후(厚)한 쪽을 택(擇)한 수치

(數値)이다. 또 상부 답판석(上部 踏板石)을 같은 방법(方法)으로 기입 표시(記入 表示)하 다. 

별표에 있어 빈칸으로 수자(數字)가 없는 것은 당초(當初)부터 없었던 부재(部材)이고 수자(數

字)가 있되 X표(表)로 표시(表示)된 것은 신재(新材)로 교체(交替)된 부재(部材)이다. 이렇게 

하여 사전 실측(事前 實測)과 기록(記錄)을 한 후에 부재(部材)를 하나씩 해체(解體)하 고 또 

도중(途中)에 실측(實測)을 요(要)하는 기단부(基壇部)는 평판측량(平板測量)으로 거의 정확

(正確)히 실측(實測)을 한 것이다. 물론 고저(高低)의 측량(測量)도 별첨 종단면도(別添 縱斷面

圖)와 같이 행하여 도괴부분(倒壞部分)의 높이를 정하는데 기준(基準)이 된 것이다.

  다음 해체공사 시공(解體工事 施工)에 있어서 일정(日政)(대정(大政) 2年으로 기록(記錄)됨)

때 보수(補修)할 당시(當時) 상부 판석(上部 板石)에 약 15cm후(厚)의 콘크리이트를 타부(打

付)한 것을 일일히 깨내면서 판석(板石)을 인력(人力)으로 해체(解體)하 으며 보와 기둥은 원

위치를 찾아 설치하기 위하여 하나하나 순서(順序)에 따라 조심스럽게 해체(解體)하여 일정

(一定)한 곳에 적치(積置)하 다. 주초(柱礎)와 기둥은 하수면(河水面)에 잠겨 있었으므로 상

류(上流)에 물막이를 설비(設備)하고 물을 계속 품어내어 노출(露出)된 기초(基礎)를 진단(診

斷)하 다. 조립시(組立時) 되도록 구재(舊材)를 사용(使用)토록 하 지만 시내(市內)의 하수

(下水)로 오염(汚染)된 유수(流水)로 인하여 석재(石材)의 부식(腐蝕)은 극도(極度)로 심하

다. 보충재(補充財)는 충남 음성(忠南 陰城)에서 생산(生産)되는 화강암(花剛岩)을 사용(使用)

토록 하 다. 주초석(柱礎石)과 기둥의 맞춤은 재래식(在來式)대로 기둥밑을 파서 그레질을 하

여 시멘트 몰탈과 철촉(鐵觸)을 묻어 외부(外部)에 나타나지 않게 세웠고 횡(橫)보와 변재(邊

材)도 역시 철촉(鐵觸)으로 맞추어 홍수(洪水)에 대비(對備)하고 횡력(橫力)에 견디게 시공(施

工)하 다. 주초석(柱礎石)은 거의 침하(沈下)된 것을 발견(發見)치 못하여 파손된 부재(部材)

만을 신재(新材)로 교체(交替)하 고 그 주초(柱礎)의 상면고(上面高)는 되도록 재래(在來)의 

불규칙(不規則)한 모습을 나타내는 범위(範圍)에서 조정(調整)하여 횡축(橫築)하 다. 보의 가

구(架構)가 끝난 후에 판석(板石)을 찾아 제자리에 조립(組立)하 으되 답면고(踏面高)가 맞지 

않는 것은 재래식(在來式)대로 고임돌을 고여 몰탈로 채워 고정(固定)시켰다. 이렇게 하여 사

용 가능(使用 可能)한 구부재(舊部材)는 기입번호 순서(記入番號 順序)에 따라 재조립(再組立)

하되 간단(簡單)한 발동기중기(發動起重機)를 사용하고 신재(新材)도 같은 공법(工法)으로 보

충(補充)하 던 것이다. 특히 기둥과 보, 보와 보의 맞춤은 변위(變位)를 막기 위하여 안장따

내기를 약간(2cm∼3cm)하여 물리는 듯 맞추었다. 지면석(地面石)은 실측(實測)에 의하여 장

대석(長臺石) 맞추어 깔기로 추정(推定)이 되었으므로 이에 따라 가공(加工)되지 않은 판석(板

石)을 맞추어 깔았다. 또 ㄴ자 종(縱)보는 그홈의 규격(規格)이 다양(多樣)하므로 이의 외변(外

邊)을 일직선(一直線)으로 맞추어 깔고 이 위에 판석(板石)을 깔았다. 여기서 첨가하여 말할 

것은 이 석교(石橋)의 기능(機能)을 위하여 그 동안 하상(河上)의 변화(變化)로 폭(幅)이 넓어

진 동측(東測)으로 콘크리트교(橋)(폭(幅) 7M 장(長) 84M 교각(橋脚) 6개소(個所)를 증설(增

設)하여 통행(通行)을 할 수 있도록 하 으나 여기에 대하여는 설명(說明)을 생략(省略)하겠

다. 이렇게하여 이 공사를 당초 이 다리가 갖고 있었던 아름다운 곡선(曲線)과 그 구조적(構造

的)인 특징(特徵)을 최대한(最大限) 되살려 복원(復元)하는데 노력(努力)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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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Ⅳ. 공사비 내역(工事費 內譯)

  콘크리트 부설교(附設橋)를 포함한 본 공사의 주요 공사비 내역(主要 工事費 內譯)은 다음

과 같다.

  1. 가설공사비(假說工事費)                697,100원

  2. 석교 복원공사비(石橋 復元工事費)    15,857,000원

  3. 콘크리트교공사(橋工事)               9,700,329원

  4. 접속로(路)시설 공사(工事)            4,195,394원

  5. 기타 잡비(雜費)                      3,839,116원

  총 공사비(工事費)의 합계(合計)         34,400,000원

  또 여기서 석교복원공사에 사용(使用)된 주요자재(主要資材) 및 인력(人力)을 들면

  가. 재료(材料)

  교체석재(交替石材)    339입방(立方)미터

  구석재(舊石材)        273입방(立方)미터

  바닥기초(基礎) 및 사춤콘크리트 (배합비 1:3:6)

                                  156입방(立方)미터

  나. 인력(人力)

  석공, 해체 및 설치석공(石工, 解體 및 設置石工)        586인

  가공, 석공(加工, 石工)                                1328인

  인부(人夫)                                         2000인

  다. 주요 사용기구(主要 使用機具)

  콘크리트 믹사    16切   1臺 크레인  30ton

  바이브 래이타           2臺

  배수(排水) 펌푸(6〃 15마력)   2臺

  발동력 기중기(發動力 起重機)   25마력      2臺

  지렛대(pipe 2인치)       5본

  스틸 로-푸  12모경(粍徑) 및 15粍

  마닐라 로-푸 18모경(粍徑)

  기타 소기구 등(其他 小器具 等)

    Ⅴ. 공사 관계자(工事 關係者)

  문화공보부장관(文化公報部長官)      신범식(申範植)

  문화재관리국장(文化財管理局長)      허  련(許  鍊)

  서울특별시장(特別市長)              양탁식(梁鐸植)

  문화재관리국문화재과장(文化財管理局文化財課長)      장인기(張仁基)

  서울특별시공보실장(特別市公報室長)              손왈수(孫曰秀)

  공사지도감독(문화재관리국)(工事指導監督(文化財管理局))     장경호(張慶浩)

  공사감독(工事監督)(서울특별시)                 서(徐)장범

  설계자(設計者) 삼성건축설계사무소(三成建築設計事務所)   장기인(張起仁)

  시공자(施工者) 공 토건주식회사(共榮土建株式會社)      변호석(邊鎬奭)

  현장소장(現場所長) 공 토건주식회사(共榮土建株式會社)   김문형(金文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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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상(以上) 서면상(書面上) 관련(關聯)되신 분들 이외(以外)에도 음양(陰陽)으로 공사(工事)

를 지도(指導)해주신 분들이 있었음을 첨가하는 바이며 본래 보고 작성자의 의도(意圖)와는 

달리 별도(別途)로 발간되는 공사 보고서(工事 報告書)가 아니므로 더욱 자세(仔細)히 기술(記

述)하지 못 하 음을 유감(遺憾)으로 생각하며 을 맺는 바이다.

복원전(復元前) 살꽂이다리의 전경(全景) 

오수(汚水)로 부식(腐蝕)된 기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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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체전(解體前)의 다리구조(構造)

해체중(解體中)인 주초(柱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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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재(部材)의 부호(付號)

해체 공사중(解體 工事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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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립 공사중(組立 工事中)

공사완료(工事完了)된 다리의 上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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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준공후(工事竣工後)의 다리

준공후(竣工後)의 다리의 전경(全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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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곶교부재실측조사표(箭串橋部材實測調査表)

횡보 종보

수 표 교 실 측 조 사 표

(水 標 橋 實 測 調 査 表)

※기둥 45개, 폭 8.0M×장 26.8M

교각측정 河上에서의 高 SP8N (次號까지) 기 둥 의 長 비     고(M)

No. 1 2.70 - -

橫斷面은 거의 水平임

2 2.76 2.20 1.20

3 2.80 2.80 1.25

4 2.86 2.90 1.25

5 2.90 3.10 1.36

6 3.00 2.80 1.42

7 2.94 3.00 1.40

8 2.86 3.00 1.28

9 2.80 2.80 1.26

10 2.78 2.50 1.12

11 2.70 1.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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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곶 교 실 측 조 사 표

(箭 串 橋  實 測 調 査 表)

※기둥 84개, 폭 6.0M×장 75.75M

교각

측정

마감높이(FL)
SP8N

實測橫斷(板石面) 實測橫斷(橫보面) 비고

(M)北側 南側 北 中央 南 北 中央 南

No. 0 18.50 18.50 - - - - - - -

1 18.82 18.82 3.20 18.87 18.89 18.82 18.32 18.17 18.32

2 19.02 19.02 3.10 19.03 19.08 19.02 18.43 18.23 18.42

3 19.22 19.22 3.70 19.20 19.25 19.22 18.62 18.45 18.65

4 19.32 19.41 3.20 19.28 19.39 19.41 18.64 18.41 18.65

5 19.42 19.50 3.60 - 19.56 19.50 - 18.00 18.75

6 19.51 19.55 4.00 19.51 19.55 19.52 18.89 18.71 18.88

7 19.58 19.61 3.00 19.47 19.51 19.54 18.89 18.61 18.95

  8 流 19.65 19.65 3.20 - - - - - -

9 19.77 19.81 3.85 - - - - - -

  10 失 19.80 19.84 3.30 - - - - - -

11 19.88 19.92 3.20 - - - - - -

  12 部 19.95 19.98 3.40 - - - - - -

(13)8 20.06 20.06 3.40 - 19.91 - - 19.32 -

(14)9 20.03 20.03 3.70 - 19.89 - - 19.32 -

(15)10 20.04 20.04 3.40 - - 19.82 - - 19.32

(16)11 19.97 19.93 3.30 - 19.78 - - 19.12 -

(17)12 19.92 19.85 3.60 - 19.74 - - 19.06 -

(18)13 19.83 19.80 3.70 19.73 - 19.72 19.12 18.02 19.02

(19)14 19.70 19.69 3.80 19.30 - - 19.10 - -

(20)15 19.86 19.62 3.80 19.65 19.76 19.62 19.01 19.90 19.03

(21)16 19.62 19.50 3.40 19.60 19.70 19.50 18.91 18.80 8.92

(22)17 19.50 19.50 3.50 19.47 19.46 19.45 18.80 18.82 18.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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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圖面) 1. 이조(李朝) 서울의 교량 분포(橋梁 分布)

선죽교(善竹橋):개성시(開城市)에 있음(고려시대(高麗時代))

남석교(南石橋):신라시대(新羅時代)

도면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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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3. 사천(四川)에서 상용(常用)한 평교(平橋)

도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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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1 살꽂이다리 기초 평면실측도

도면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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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5‘-1 살꽂이다리 상면 실측도 

도면 5‘-2 살꽂이다리 상면 실측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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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6. 살꽂이다리 실측도

종단도(縱斷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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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도(橫斷圖)

종단도(縱斷圖)

도면 7. 살꽂이다리 복원 횡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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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8. 수표교 하부 바닥 기둥 방향

도면 9. 수표교 실측도

도면 10. 수표교 종단면도 및 부재상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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