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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昌慶宮內殿殿閣의
지붕架構計劃技法에관한硏究

국문초록
본연구는 19세기에중건된조선시대창경궁의내전전각을대상으로, 지붕가구를구성하는주요부재들의치수계획을고

찰하고서까래의물매를결정하는요소를분석하여궁궐건축내전전각에있어서지붕가구계획의기법을밝히고자하 다. 

창경궁 내전 전각의 지붕가구를 형성하는 주요 부재의 치수계획은 다음과 같다. 먼저 평주의 길이는 궁궐지의 기록과 일

치하 으며고주의계획치수는촌(寸)단위까지사용하 다. 춘헌과같이평주의길이가촌단위까지치목되어질때고주의길

이는완척으로계획되어평주와고주사이에형성되는장연의물매는일정한값을갖는것으로판단된다. 한편 초익공부재는

대체로 1.2척(尺)의높이를가지며이익공의경우에는 0.8척으로초익공보다 0.4척정도작게나타났다. 한편장혀의단면폭은

0.3척으로 규모에 관계없이 일정하며, 다만 단면 높이의 경우 0.6~0.7척으로 대별된다. 도리의 직경은 1척을 기준으로 0.1척

을가감(加減)하 으며, 장연의직경은전각의규모에따라 0.5~0.6尺의사이에있는것으로나타났다.

한국전통목조건축지붕가구의형성에서서까래의물매결정은먼저장연의물매를정한후, 건물의전체높이를결정하는

종도리의높이를정하고, 중연을걸기위해동자주의위치와높이를조정하는방식으로지붕가구를계획하는것으로파악되었

다. 특히 장연물매는건물규모에따라특별히정해진값이있는것이아니라전면평주높이와포작의구성등에따라자연스

럽게결정된것으로추정된다. 그리고중연을사용하는경우중연물매의결정방식은양통어칸을등간격으로분할한후, 동자

주의위치또는길이를조정하는방법을사용하 던것으로추정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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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 전통 목조건축은 여러 부재를 미리 치목하고

조립하는 가구식(架構式)구조로서 각 부재의 치수계획

은목재물량의산출및재목조달의기초가될뿐만아

니라공사의진행및시공의완성도등을결정하는중

요한과정이다. 

이러한 가구의 치수계획에서 특히 중요한 것은 지

붕가구01로서, 우수의처리를위한지붕의기본틀을형

성하여건물과실내공간을보호할뿐만아니라건물의

인상을결정짓는의장적으로도매우중요한요소이다.

조선후기 대규모 궁궐공사에 있어서 재목의 조달,

부재의생산, 그리고치련및조립등과같은작업의분

업은 필수적이었을 것이며, 이를 위해서 모든 건물은

기본척도를가지며또한계획적으로건축되었을것이

다. 따라서 조 (造營) 당시의 계획요소에 대한 고찰은

전통건축 목구조의 가구계획을 구명하고 구조 부재간

의상관성을밝히는데필수적이다.

본연구의목적은궁궐내전전각의지붕가구를구

성하는부재들의치수및상관관계를고찰하고이를통

하여지붕가구의계획기법을밝히고자하는것이다. 

즉 조선시대 궁궐 내전의 주요 전각 중에서 기능

및 규모 등이 유사한 건물을 대상으로, 가구를 구성하

는단위부재에대한치수계획을살피고지붕가구를결

정하는 서까래의 물매산정 기법을 구명(究明)하여, 조

선시대궁궐건축의보수및복원에대한기초자료를제

공하고자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중국이나 일본은『 조법식』이나『장명』등 그들의

전통건축에 바탕을 두고 작성된 건축기술서가 전해오

고있으나우리나라의경우는아직이런문헌이발견되

지 않았다. 건관련 의궤들이 전해져 오고 있으나 이

의궤들의기록들은건축기술서라기보다는공사의내역

서에가깝기때문에구체적인건축기술에대해설명하

기는곤란하다. 그러나조선시대 건의궤는당시의공

사내역및부재계획등과관련한내용이담겨있어그

실마리를제공하기도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창경궁 내전 전각의 지붕가

구의구성을분석하기위하여실측조사보고서및수리

보고서등과함께창경궁관련의궤들과문헌등을기초

자료로 삼았다. 또한 1834년 중건 당시와 가장 가까운

시기의 시각자료인 일제강점기의 자료를 참조하 다.

이들자료를통해알수없는부분은현장조사를통해

보완하 다. 연구대상으로는창경궁의내전인통명전,

환경전, 경춘전, 양화당, 춘헌등으로 1834년동시에

중건된건물들이다.

창경궁 중건에 관한 기록인『창경궁 건도감의궤

(昌慶宮營建都監儀軌)』의 경우, 각 부재별 물량은 알 수

있으나치수계획에대해서는내용이없어, 실측자료를

토대로 고찰하 으며, 이러한 부재치수의 고찰은『화

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인정전 건도감의궤(仁政殿

營建都監儀軌)』『경운궁중건의궤(慶運宮重建都監儀軌)』

등의척량조(尺量條)를참고하 다. 또한다른궁궐과의

비교·고찰을 위해 경복궁 자경전과 덕수궁 함녕전을

함께다뤘다.

본연구는 건관련의궤들의부재치수들을검토하

고현존창경궁내전전각의실측자료에대한조 당

시의 계획치수를 고찰하여 부재별 치수계획을 살펴보

고자 하며, 또한 궁궐 내전 전각 목구조의 가구구성에

서 기준요소의 도출, 지붕물매의 결정과 그에 따른 부

재계획을통하여조선후기궁궐내전의가구계획기법

을밝히고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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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張起仁, 1987, 『木造』, 普成文化社, p. 72(架構란 큰 부재를 짜서 건물의 구조부를 이루는 것으로 벽체가구와 지붕가구가 주요한 것이며, 마루·천장·계단 가구 등이 있으나 보

통가구라면지붕가구를뜻한다. 지붕가구는평면과지붕형태및공포양식에따라결정해야하지만장통보를쓰고내부는기둥이나고주를쓰지아니하는것과내부에기둥을배

치하거나고주를쓸때의두가지가있다. 또퇴칸의처리도있으나이것은평주와고주와의관계와거의같다.)



창경궁의내전과
전통목조가구규범

1. 창경궁 및 내전 전각의 연혁

(1) 창경궁의 연혁

창경궁은 세종 원년(1418)에 상왕인 태종이 거처하

기위한수강궁(壽康宮)으로처음건립되었다가성종 15

년(1484) 세분의대비(大妃)를위한궁궐로창건되었다.

이때 명정전, 문정전, 환경전, 경춘전, 통명전, 양화당

등의 전각들과 승정원, 홍문관, 사옹원 등의 궐내각사

등이건립되어궁궐로서의면모를갖추었다. 그후임진

왜란으로모든전각이소실되었다가광해군 8년에중건

되었으며 중건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이괄의 난으로 또

다시내전건물들이소실되는수난을겪었다.

창경궁의 중건공사는 인조 11년(1633)에 시작되어

그해여름에완공되었는데, 이때의공사는인경궁(仁

慶宮)의 재목을 그대로 가져다 사용하 으므로 빠르게

진행되었다. 중건된창경궁은 조와정조때에중요하

게 사용되었으며 특히 정조는 창경궁의 춘헌에서

1800년승하하 다.

순조 30년(1830) 창경궁내전건물의대부분이소실

되는화재가발생하 다. 다음해공사가시작되었으나,

곧중단되었다가순조 33년공사가재개되어다음해인

순조 34년(1834) 숭문당, 경춘전, 양화당, 춘헌 등이

재건되었다. 따라서현재의전각들은이시기에중건된

건물들이다. 

이시기는조선조후기어느시대보다도궁궐의공

사가많았던때 으며이것은건축기술이크게축적되

었고 이 공사들을 수행해 나갈 기술 인력이 성숙되어

있었음을보여주고있다02.

(2) 내전 전각의 연혁

창경궁의 통명전, 환경전, 경춘전, 양화당 등은 성

종 15년(1484) 창경궁이중건될때여타의전각들과함

께조성된건물로서거정이이름을지었으며03, 또한같

은해통명전뒤편에정자하나를짓고환취정이라하

다04. 그 후 인조반정후 이괄의 난으로 창경궁 내전

의주요전각들이모두불타게되어05 재건공사가시작

되었다. 

창경궁수리소(昌慶宮修理所)에 의해 주관된 중건공

사는 인조 11년(1633) 4월 3일부터 시역(始役)되어 우선

인경궁(仁慶宮)의 전각철거가 시작되었고 공사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어 4월 18일에는 통명전(通明殿), 환경전

(歡慶殿), 양화당(養和堂) 등의 입주(굤柱)가 완료되고 4

월 21일에는상량(上樑)이이루어졌다. 이후부속행각

이세워지고각전각의창호설치와단청공역등이진행

되어 7월 20일에는 필역을 고하 으며, 7월 25일에는

왕이 창경궁에 이어(移御)하 다. 공사가 이와 같이 빠

른속도로진행된것은이공사가대부분인경궁의건

물을철거, 이전하는것이기때문이었다06.

그리고 인조 다음의 효종대에 창덕궁과 창경궁에

대한 수리가 있었는 데07,이 공사의 전말은『창덕궁창

경궁수리도감의궤(昌德宮昌慶宮修理都監儀軌)』를 통해

알수있으며, 이때내전전각들의온돌과마루등을수

리하 다. 그후순조 30년(1830) 창경궁에대화재가발

생하여 대부분의 내전 전각들이 전소되었다가 1834년

중건되는데08,이때통명전도함께재건된다. 통명전은

정조 14年(1790) 화재로소실되었다가09 그후오랫동안

복원되지못하고터만남아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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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문 빈, 1991, 『창경궁』, 대원사, p. 40

03『國譯朝鮮王朝實걧』成宗 15年, 2月 1日(戊굪)

04『國譯朝鮮王朝實걧』成宗 15年, 7月 5日(己丑)

05『宮闕志』昌慶宮, 歡慶殿.

06 文化公報部文化財管理局, 1989, 『昌慶宮重建報告書』, p. 25

07 이때겱宮수리사업의주된내용은건물의대들보, 서까래등에숨겨둔오물과저주물건그리고온돌등에파묻은 을찾아내고새흙으로보수하는일이었으므로수

리도감에서사용할가장긴요한물종은잡목을엮은사다리등의구조물과새흙이었다(서울대학교규장각, 2003, 『규장각소장의궤해제집 1』, p. 522).

08『國譯朝鮮王朝實걧』純祖 34年, 4月 21日(丙굪)

09『宮闕志』昌慶宮, 通明殿.



한편 춘헌은 조선왕조실록에는 18세기 중엽까지

그기록이보이지않다가正祖 18년(1794) 처음으로나타

난다10. 순조 30년(1830) 화재로인해소실되었다가 1834

년창덕궁장남궁의재목을옮겨다가재건하게된다11.

이와 같이 현존하는 창경궁의내전 전각들은 1834

년 중건되어 대한제국시기까지 활용되다가 일제강점

기에 동·식물원으로 변형, 이용되었다. 그리고 광복

을 거쳐 1985년 복원공사가 착공되고 1986년 준공되

어 일반인에게 宮의 전각으로서 공개 관람되기 시작

하 다.

2. 전통 목조가구의 규범

목조건축 기술관련 문헌 및 대목장에 대한 고찰은

한·중·일의 전통 목조건축에 있어서 규범의 존재와

계획성을 나타내며, 또한 건축에서 어떤 요소를 계획

및시공의기준으로삼았는가를보여준다.

(1) 문헌에 의한 고찰

① 송(宋)『 조법식(營造法式)』

북송 시기 이계(굃誡)에 의해 만들어진『 조법식』

은 1,100년완성되어 1,103년에初刊되었으며, 그내용

은 석명(釋名), 제도(制度), 공한(工限), 요례(料例), 도양

(圖樣) 등 5개 부분으로 되어있다. 권4 대목작제도에서

재분제(材分制)에 대해 기술하고 있는데, 집을 짓는 제

도에 있어 그 기준이 되는 것이 재(材)이고 집의 규모,

부재의 장단, 지붕의 물매, 규구승묵(規矩繩墨)의 조화

등사용되는모든것이재의분수(分겤)를기본으로한

다는것이다12. 이때건축구성의기본이되는材는공

포의첨차( )가여기에해당된다.

② 청(淸)『공정주법칙례(工程做法則例)』

청 공부(工部)의『공정주법(工程做法)』은 청대 관식

건축의 설계규범으로서 1734년 工部에서 간행하 으

며송대『 조법식』이후의관방에서반포한또하나의

비교적전반적인건축공정전문서이다. 이문헌은이전

부터내려오는전통적인기술을집성한것으로서특별

히 두구(斗口)를 기준으로 하여 장인들이 건축물을

건하는데기준이되었다13. 청식건축의모수(模겤)는통

상 두구와 주경(柱徑)으로, 공포를 갖는 대식건축(大式

建築)의 경우 두구가 기본모듈이 되고 민도리 계통의

소식건축(小式建築)인 경우는 첨주경( )이 기본모

듈이된다14.

③ 일본『장명(しょうめい, 匠明)』

『장명』은일본전통건축의대표적인목할(きわり, 木

割) 서적으로, 16세기 에도시대 대목을 계승하 던 헤

이노우치(平內家)에전해지던서적으로 17세기초에저

술되었다. 부재상호간의 비례관계를 의미하는 키와리

의 대표적인 책으로 자세한 내용은 1971년에 간행된

『장명오권고(匠明五卷考)』을 통해 알 수 있다. 『장명오

권고』「堂記集」를 통해 건물의 비례관계를 살펴보면,

주칸거리와 서까래 수가 기본이 된다. 주칸을 토대로

주경(柱徑)을 산정하고 이것에 의해 서까래 폭이 결정

되며, 기타 부재들은 주경과 서까래 폭을 기준으로 비

례치를설정하 다15.

④ 조선『궁궐지(宮闕誌)』(고종연간)

이궁궐지는목록에전호(殿號), 당호(堂號), 문호(門

號), 간수(間겤), 척량(尺量), 궁장칸수(宮墻間겤) 등을 기

록하 고 본문에 들어가서 각 건물별 명칭, 층수의 구

분, 포작수및공포형식, 기둥크기및건물규모등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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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國譯朝鮮王朝實걧, 正祖 18年, 12月 25日(戊寅)

11『宮闕志』昌慶宮, 迎春軒.

12 겳思成著, 1980, 『營造法式註釋(卷上)』, 中國建築工業出版社, pp. 89-91

13 문화재청, 2006, 『한국전통목조건축물 조규범조사보고서』, p. 94

14 馬炳堅, 2003, 『中國古建築木作營造技術』, 겗京科學出版社, p. 8

15 伊藤要太걏, 1971, 『匠明五卷考』, , 堂記集, 참조.



고 있다16. 여기서 주목하는 것은 건물 주칸의 크기와

柱長으로건물의규모와기둥크기의관련성이보인다.

⑤『임원경제지(굟園經濟志)』「섬용지인(贍用志引)」17

“…夫宮室吾人所以奠居也其制度宜有成法假如

五分其楹之圍去二以爲椽以其椽之長三分去一以爲室

以其室之度爲之堂 …”

(2) 대목장(大木匠)18에 의한 고찰

① 신응수

건물의칸수는대지여건에따르되공포집이면공포

의 배열을 계획하여 주간(柱間)을 정한다. 협칸은 중앙

칸의 2/3정도면좋으며, 주고(柱高)는건물규모에따라

다르다. 기둥의굵기는기둥의높이에따라정해지는데

굵기는 높이의 1/6~1/8 정도로 하되 상부의 하중이나

건물의격식에따라다소차이가있다.

② 고택

기둥의 간격은 포의 배열에 따라 주간이 조정되고

주간에따라기둥의직경과높이가결정되며보의춤과

폭은 보의 길이에서 산출된다. 이러한 작업은 모두 야

장에서산술풀이로하여부재에직접먹줄을퉁겨치목

에들어간다.

③ 배희한19

“…집을지으려면도면을먼저그려야해. 도리, 기

둥, 서까래, 죄 그리는 거지 … 이제 기럭지를 얘기헐

적에는 평주라구 그중 앞으로 나가는 얕은 기둥 그거

가지고 따지는 거지. 그러구 꼭대기허구 중도리 그런

거는목수가간격을맞춰서허는거지. 그건퇴가암만

인가고알아가지고허는거지…종량기럭지그거는

이물매에따라정하는거지…그러니깐종량기럭지

는대들보기럭지한반쯤돼. 그러구상대공두처마나

가는거봐서길게두헐수있고…”

이상과같이전통목조건축의계획기준및부재상호

간의 비례에 관한 문헌들을 살펴보았다. 『 조법식』의

재(材), 『공정주법칙례』의 두구(斗口) 등은 기준이 되는

부재크기를기준으로건물전체의비례관계를설정하는

방식이며『장명』이나우리나라의대목장들의경우는주

칸을먼저선정하고여기에맞춰주경과주고를설정하

는방법을사용한다. 한편『공정주법칙례』의소식건축20

과『임원경제지』의경우는주경을기준으로삼았다.

창경궁 내전 전각의 가구분석

1. 용척

건물의 부재와 가구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조 당시의척도인용척를규명하는것이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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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문헌및대목장의의한목조가구의기준요소

관련문헌

조법식 材의단면크기

공정주법칙례 •大式建築 : 斗口

•小式建築 : 柱徑

장명 주칸→柱徑→柱幅

궁궐지 평면크기, 주고

임원경제지 柱徑, 椽長

•신응수 : 주칸거리(공포배열) →

주고(건물규모) →주경

•고택 : 주칸거리(공포배열) →주경, 주고

•배희한 : 주칸결정→평주길이

계획기준요소

대목장

16『宮闕誌』한국학중앙연구원본, 참조.

17 조창록, 2005, 「日本大阪中之島圖書館本『굟園經濟志』의引과괊言」『韓國實學硏究』10, p. 370 (…대개집이란사람이몸담고사는곳이므로, 그 제도에일정한기준이있어야

한다. 가령기둥둘레의 5분의 3이서까래길이이고, 서까래길이의 3분의 2가방의크기이며그방을기준으로마루를…)

18 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중요무형문화재제74호대목장』, pp. 215-239

19 배희한구술·이상룡편집, 1992, 『이제이조선톱에도녹이슬었네』, 뿌리깊은나무, pp. 68-84

20 겗京土木建築學會 主編, 2006, 『 』, 中國計劃出版社, pp. 132-133(小式建築의 경우 柱徑이 기본 모듈이 되고 柱高는 주칸의 8/10, 柱徑은 주고의

1/10, 은柱徑과비슷하며椽徑은주경의 1/3, 처마깊이는주고의 3/10 정도라고하 다.)



조선전기이후건축물조 에사용되었던용척은 조

척21으로서 30.8㎝를 전후하여 사용하 음이 알려졌다

22. 또한 조척은복원설계의기초가되는것으로건물

의변형을파악하여원형을추정할수있도록한다. 본

연구의대상인창경궁의내전전각들은창경궁발굴조

사당시주칸거리와주고를통한 조척검토가있었

는데, 308㎜내외로알려졌다23.

궁궐지와 동궐도형에 나타난 내전 전각들의 규모

및주칸을살펴보면〈표 2〉와같다.

용척 검토는 통명전, 춘헌과 같이 실측조사보고

서가있는경우, 보고서에있는수치를분석하 고기타

전각의 경우는 창경궁 발굴조사보고서에 나타난 실측

치를통해용척을추정하 다. 그리고부재별계획치수

의경우정 실측혹은수리공사가이루어지지않은환

경전, 경춘전, 양화당등은정확한수치가없어어느정

도의오차가있음을밝혀둔다.

(1) 통명전

창경궁통명전은정면 7칸, 측면 4칸의장방형평면

으로 내·외진칸을 구성하고 있으며, 외진칸에 의해 4

면에 퇴를 형성하고 있다. 기둥 하부에서 실측한 도리

통 전·후면의 전체 길이는 평균 21,530.5㎜이고 양통

141 Kim, Ki Deok 19세기昌慶宮內殿殿閣의지붕架構計劃技法에관한硏究

표 2 宮闕誌에기록된내전전각의규모및구조형식

통명전 경춘전 환경전 양화당 춘헌

규모 28間 26間 28間 24間 8間

공포 이익공 이익공 이익공 초익공 (물익공)

주고 11尺 10尺 10尺 9.5尺

양통어칸 11尺×2間 9尺×2間 8尺×2間 8.5尺×2間

전후퇴칸 7尺 6.5尺 6尺 6尺

도리통어칸 13尺×3間 11尺×5間 10尺×5間 9尺×4間

좌우협칸 12尺

좌우퇴칸
7尺

6.5尺 6尺 6尺
무량각

21 굃宗峯, 2001, 『韓國中世度量衡制硏究』, 혜안, p. 101( 조척은 단순하게 건물 축조 등에 사용되었다고 하여 조척이라는 것이 아니라 조선전기 척을 개념에 따라 분화되고 난

이후에등장하는의미를지닌다. 따라서통일신라및고려시대의건물축조등의기준척으로사용된척은‘營造用尺’으로불러야타당할것이며따라서조선전기이전에는 조

척이라는명칭이사용되지않았음을알수있다.)

22 文化財管理局, 1992, 『同律度量衡』, p. 76

23 文化財管理局, 1985, 『昌慶宮發掘調査報告書』, pp. 120-125(발굴조사보고서에의하면명정전, 명정문, 홍화문, 월랑등은 312-313㎜, 기타건물은 307.91㎜로분석하 다.)

그림 1통명전용척추정 그림 2환경전용척추정



의 전체 길이는 11,126.5㎜로 조척으로 환산하면

69.68尺과 36.01尺이다. 추정완척에의한전체척수(尺

겤)인 69.8×36尺24에근사한값이다. 추정한완척으로

용척을 검토하면, 하부 실측값을 대상으로 할 때 추정

조척은 309㎜이다.

(2) 환경전

환경전의 용척 검토는 1995년에 작성된 창경궁 환

경전실측설계및보수설계도면을이용하 다. 도리통

의 전체길이는 19,095㎜(61.82尺)이고 양통의 경우는

8,672㎜(28.07尺)으로 62×28尺으로 계획되었음을 알

수 있다. 한편 다른 전각과 달리 궁궐지와 동궐도형에

기록된척수와추정완척이일치하는경우로나타났다.

환경전의정면과후면, 그리고좌우측면에기록된실측

치를대상으로용척을추정한결과 308.9㎜이다.

(3) 경춘전

경춘전은별도의정 실측이이뤄지지않아창경궁

발굴조사보고서(1985)에조사된수치를사용하 다. 정

면과 우측면의 주칸 거리를 실측한 값으로 가장 이른

시기에 조사된 수치라고 할 수 있다. 궁궐지와 동궐도

형에 기록된 주칸 거리를 살펴보면, 정면 도리통 7칸

중에서좌우퇴칸을제외한 5칸의척수를 11척으로기

록하고 좌우 퇴칸은 6.5척으로 기록하 다. 양통의 경

우, 중앙의 2칸 어칸은 9尺이고 좌우 퇴칸은 도리통과

마찬가지로 6.5尺으로표시하 다〈표 2〉.

양통의경우는이기록들과추정완척이일치하지

만, 도리통의 경우에는 좌우 제2협칸에서 2尺의 차이

를 보이고 있다. 추정 완척에 의한 경춘전의 하부 용

척은비교적일정한범위안에있으며25, 다만우측면

후퇴칸에서평균값과 4.4㎜의편차를보이고있다. 그

리고 도리통 중앙의 어칸은 3,377㎜이고, 좌측 제1협

칸은 3,384㎜로 조사되었다. 경춘전의 도리통 전체길

이는 19,669㎜이고양통은 9,562㎜으로 64×31尺으로

계획되었음을알수있으며, 조척은 307.8㎜로산정

된다.

(4) 양화당

양화당에관련된도면은 1992년에실시된보수공사

설계도뿐이므로창경궁발굴조사보고서에실린실측치

를대상으로용척을검토하 다. 도리통의전체길이는

15,180㎜(49.21尺)이고양통의전체길이는 8,945㎜(29.99

尺)으로 49×30尺으로 계획된 듯하다. 그러나 용척에

의한실제척수는 49.2×29尺으로당시시공과정중에

변화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추정 용척은 다른 전

각들과유사한 308.5㎜로산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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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통명전의 도리통에 대한 추정 완척은 궁궐지에 기록된 척수(尺겤)와 크게 차이가 나는데, 도리통(정면)의 우측에서부터 7尺-9.7尺-11.7尺-13尺-11.7尺-9.7尺-7尺으로 추정되었

다. 그러나양통의경우에는궁궐지의기록과추정척수가일치하 다.

25 양통의우측면후퇴칸(312.2㎜)을제외하고 306.4-308.1㎜의범위안에서조사되었다.

그림 3경춘전용척추정 그림 4양화당용척추정



(5) 춘헌

춘헌의 용척 검토는 2000년에 발간된 춘헌 수

리공사 보고서26에 실측된 하부 주칸거리를 바탕으로

산정하 다. 궁궐지와동궐도형에는 춘헌의주칸거

리가 표시되어 있지 않아 곡척(曲尺)의 완척으로 계산

하 다. 도리통은모두등간격인 8尺의완척으로추정

되고 양통은 전후퇴칸이 8.3尺으로 판단되었다. 이를

토대로계산한 춘헌의 조척은 305.7㎜로산정되었

다. 춘헌의 추정용척이 다른내전 전각들과다르게

산정된것은그건립과정에있다고할수있다. 춘헌

은다른전각과달리순조 30년(1830)에화재로불타고

계사(癸巳)년(1834)에장남궁(長男宮)을철거하여재목을

옮겨 세웠다27고 하 다. 이상의 분석을 통한 각 전각

별추정용척은〈표 3〉과같다. 춘헌의 305.7㎜를제

외하고는 조선시대 조척의 대표 값인 308㎜와 유사

하다. 춘헌은다른건물을옮겨지은것으로시기차

이에의한것으로이해할수있다. 특히 308㎜내외값

은 창덕궁 소장의 사각유척(家 1053)에 새겨진 조척

값 308.76㎜와도 유사하여 당시의 조척으로 타당한

값이라할수있다.

2. 부재 치수계획

건축물의조 당시의계획규범을파악하기위해서

는 당시의 용척를 통한 부재별 치수를 추정하여야 한

다. 조선시대공사보고서격인의궤의척량조에는조립

되는부재의길이와단면크기, 그리고소요물량등이

표기되어있는데, 현존하는건물의실측치와비교할때

모든부재가일치하는것은아니지만현재의부재크기

와일치하는수치도있어당시의계획치수와관련있음

을알수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화성성역의궤』, 『경운궁 건

도감의궤』, 『인정전 건도감의궤』등 18세기말에서 20

세기초까지작성된조선시대의궤에기록된부재별계

획치수를고찰하여각각의치수의범위를밝히고자한

다. 이는창경궁내전전각들의실측치에대한당시

조척으로의 계획치수를 추정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과

정이라할수있다.

(1) 건의궤의 부재치수

〈표 4〉에서와같이장안문하층을살펴보면, 평주는

길이가 7尺, 지름이 1尺9寸이며고주는평주와기둥직

경은 같고 길이는 28.8尺으로 寸 단위로 계획되었다.

충량, 평방, 창방등의길이는간살에따라필요한길이

를산정하고있으며너비(폭)에대한기록은보이지않

고높이(춤)에대한결정만기록되어있다. 이는건물을

세울때전체높이의산정과각부재의높이결정은중

요한요인으로작용하지만, 부재의너비는부재높이의

규정만으로도일정한단면크기를확보할수있기때문

에생략한것으로판단된다.

창룡문의경우, 원주의주고(柱高)는 7.5尺이고직경

은 1.4尺으로기둥은 5寸단위, 직경은寸단위까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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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문화재청, 2000, 『창경궁 춘헌및집복헌수리공사보고서』

27『宮闕志』昌慶宮, 迎春軒(장남궁은창덕궁의동궁 역에있는연 합으로추정된다.)

표 3 내전전각의산정용척(㎜)

통명전 환경전 경춘전 양화당 춘헌

용척 309 308.9 307.8 308.5 305.7

그림 5 춘헌의용척추정



획하고있으며다른부재들의경우에도높이와직경은

寸 단위까지 계획되어 있다. 『화성성역의궤』에 기록된

척량은 다른 의궤들인『경운궁중건도감의궤』『인정전

건도감의궤』들에 비해 그 기록이 자세하지 못하다.

다만계획치수뿐만아니라각부재별해당원재를기

록하고 있어 계획치수와 지정재목간의 상관성을 살필

수있는중요한자료이다.

즉조당과 준명당의 평주는 각각 8尺, 10尺이고 고

주의경우에는즉조당이 9.6尺으로寸단위까지계획되

었으며준명당은尺단위로되어있다. 두전각의창방

춤은 1尺으로 다른 조건에 관계없이 동일하지만 도리

의 경우에는 차등을 두었다. 그리고 장혀의 경우에는

두 전각의 단면 너비(폭)은 같지만 높이(춤)는 다르게

하 는데, 주칸 거리와 소요 길이에 따른 춤의 변화로

생각된다. 

익공부재의단면폭은장혀폭과같으며높이는 1.2

尺으로동일하다. 한편즉조당서까래는장연과단연의

직경을달리산정하 는데, 장연은 0.55尺이고단연및

선자연은 0.5尺으로 같은 반면, 준명당의 서까래는 사

용처에관계없이동일하게산정되어있다. 따라서서까

래의 계획치수는 分단위까지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부연의경우에도즉조당(長3.2 高0.35 厚0.3)은 0.35

尺의단면높이를갖는것으로계획되어연목과마찬가

지로分단위까지사용하 으며특히부연의단면크기

는장연의직경과 접한것으로보여진다.

이와같이평주의길이는반척, 혹은완척으로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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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의궤에나타난주요부재치수 (단위 : 尺)

부재명
장안문

창룡문
인정전

즉조당 준명당 흠문각 함녕전 경효전 함유재(하층) (하층)

平柱
長7   長7.5  長16   長8  長10  長12   長10   長12   長8.5

徑1.9  徑1.4   徑1.8 徑0.7 徑0.8 徑0.8  徑0.9 徑0.9 徑0.8

高柱
長8.8 長46 長9.6   長12 長14.4  長14.4   長15  長10

徑1.9  徑1.8   徑0.7  徑0.8  徑0.8  徑0.9 廣1.2   徑0.8

初翼工 末端木
廣1.2   廣1.2 廣1.2 廣1.2     廣1.2

厚0.3 厚0.3  厚0.3 厚0.3 厚0.3

二翼工 廣0.8/厚0.3

昌防 高1.3 高1.1
高1.8 高 1.0 高1.0 高1.0 高1.0 高1.0 高1.0

廣1.4  厚0.7 厚0.8  厚0.7  厚0.8   厚0.8  厚0.8

退樑
高1.3          高1.3 高1.3 高1.3 高1.3 高1.4 高1.0

(상층) 厚0.8   厚0.8    厚0.8  厚0.8   厚0.9 厚0.65

衝樑 高1.6 高1.1
高2.1 高1.3 高1.3 高1.4

廣1.8 厚0.8  厚0.8 厚0.9

大樑 高1.5
高1.6    高1.6 高1.5 高1.5 高1.5 高1.3

厚1.2 厚1.2 厚1.2 厚1.0 厚1.2    厚1.0

宗樑 末端木
高1.4 高1.3 高1.3 高1.4 高1.0

厚0.8 厚0.8 厚0.8   厚0.9   厚0.65

長舌 中겘等 樓柱
高0.86 廣0.8 廣0.7    廣0.8 廣0.7 高0.8 廣0.7

厚0.4  厚0.3 厚0.3 厚0.3   厚0.3  厚0.3   厚0.3

童子柱
中겘等 長6.3 長3 長3.5 長2.8 長1.5

(상층) 方1.2(상층)  徑0.8 徑0.9 徑0.9 徑0.8

臺工
末端木 裁折木 高7 長4 高4.5 高4 高5 高5 高4

(상층)  末端木 厚0.6(상층)   廣4.5    厚0.3  厚0.3  厚0.3 厚0.35  厚0.3

道里 徑1.2 徑1.1 徑1.3 徑0.9 徑1.0 徑1.0 徑1.0 徑1.1 徑1.0

長椽 長12 大椽木 徑0.7 徑0.55 徑0.6 徑0.6 徑0.6 徑0.6 徑0.5



되는 반면에 고주는 寸단위까지 산정되어 있다. 이는

고주길이가 다른 요소와의 상관관계에 의해 결정됨을

나타낸다고할수있다.

한편장혀의단면비율은다양하게나타났고도리의

직경은 1尺을 기준단위로 하여 1~2寸 크게 하거나 작

게산정되는것으로보인다. 장연의크기는 0.6尺이가

장보편적인직경으로보이며초익공의단면높이와폭

이일정하게기록된것은주목된다.

(2) 내전 전각의 부재치수

본 연구에서 최종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창경

궁내전전각의목조가구이므로부재의수축이나하중

정도에따른변형정도가연구의결과에큰 향이없

을것으로판단된다. 즉지붕가구와관련되는기둥, 서

까래, 도리 등에서 발생하는 부재의 변형은 전체 가구

구성에미치는 향이미미할것으로생각된다.

가구구성에서중요한것은종단면상의높이이며이

때높이에관여하는부재로는전면의평주와내진고주,

그리고동자주와대공이라할수있다. 물론포집의경

우 공포대의 높이는 매우 중요한 요소이며, 본 연구에

서주로다루고있는익공집의경우에초익공만으로구

성된경우는건물높이에별다른 향이없지만이익공

집의경우에는이익공과행공이직교하여구성하는포

작높이는건물전체높이에 향을미친다.

〈표 5〉28에서와같이통명전전면평주의주장(柱長)

은궁궐지와동궐도형에기록된 11尺과동일하게나타

났으며 고주의 경우에는 13.6尺으로 산정하 다. 평주

와고주의단면크기는기둥하부가상부보다크게치

목되어약한흘림을갖고있으나세부적인치목기법은

생략하고계획상의수치로볼때, 方 1.0尺이다. 익공부

재의경우, 초익공단면높이는 1.2尺이고단면폭은장

혀폭과같은 3寸이며이익공의경우는직교하는행공

과같은 0.8尺으로산정된다.

환경전평주길이는통명전과마찬가지로궁궐지에

기록된 10尺과 동일하게 나타났으며 고주의 경우에는

13.4尺으로寸단위까지계획되었다. 한편기둥의柱徑

은평주, 고주동일하게 0.9尺이고주두와소로의갈높

이는 2寸으로다른전각의주두, 소로와동일하게사용

된듯하며, 초익공의부재높이는 1.2척, 이익공의부재

높이는 0.8尺, 그리고이익공과맞춤되는행공역시 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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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내전전각의주요부재계획치수 (단위 : 尺)

부재명 통명전 환경전 경춘전 양화당 춘헌

평주 長11 徑1.0 長10 徑0.9 長10 徑0.9 長9.5 徑0.9 長8.3 徑0.8

고주 長13.6 徑1.0 長13.4 徑0.9 長12.8 徑0.9 長12 徑0.9 長11 徑0.8

초익공 廣1.2 厚0.3 廣1.2 廣1.2 廣1.2 廣1.0

이익공 廣0.8 廣0.8 廣0.8

창방 高1.1 厚0.9 高1.0 厚0.8 高1.0 廣0.8 高1.1 厚0.8 高0.8 厚0.7

퇴량 高1.4 厚0.9 高1.4 厚0.8 高1.0 廣0.8 高1.1 高1.1 厚0.7

충량 高1.5 厚1.3

대량 高1.8 厚1.6 高1.6 厚1.4 高1.5 厚1.3 高1.6 厚1.3 高1.3 厚0.8

종량 高1.2 厚0.9 高1.2 厚0.9 高1.2 厚0.8 高1.3 厚1.0 高1.0 厚0.7

장혀 廣0.7 厚0.3 廣0.7 厚0.3 廣0.6 厚0.3 廣0.7 厚0.3 廣0.6 厚0.3

동자주 長1.3 長1.0 長1.3 長1.6 長2.5

대공 高3.2 厚0.4 高3.6 高4 高3.3 高3 厚0.3

도리 徑1.1 徑1.1 徑1.0 徑1.0 徑0.9

장연 徑0.6 徑0.6 徑0.55 徑0.6 徑0.5

28 <표 5>는연구대상전각들의실측치를의궤등의내용을참조하여추정용척으로환산한부재치수임.



尺으로 나타났다. 장혀의 단면 크기는 0.3×0.7尺으로

통명전과같은단면비례를갖고있으며도리의직경은

1.1尺으로산정하 다.

궁궐지에 기록된 경춘전 평주의 길이는 10尺으로

나타나고, 이는 추정된 척수와 일치한다. 고주의 주장

은 12.8尺으로 평주와의 높이 차이가 2.8尺으로 퇴칸

거리에 따른 장연물매가 4.3寸을 형성한다. 도리의 계

획 직경은 1尺이고 연목의 직경은 말구의 실측값으로

때, 0.55尺으로산정하 다.

양화당의추정주칸거리 9.3尺은궁궐지에표기된 9

尺과 0.3尺의 차이를 갖고 있는데, 기록상의 誤記인지

시공상의 변화인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평주의

柱長 9.5尺은궁궐지의기록과일치하며고주는평주와

2.5尺의 차이를 갖는 12尺의 完尺으로 산정하 다. 기

둥의柱徑은평주와고주모두 0.9尺으로동일하며, 또

한공포의구성부재인주두, 소로, 익공등의부재는다

른전각과같은척수로산정하 다.

대상전각들중에서가장규모가작은 춘헌은평주

의柱長이 8.3尺이고고주의경우에는완척인 11尺으로

확인된다. 기둥의柱徑또한규모에맞게0.8尺이며초익

공의부재높이또한 1尺정도로, 다른전각에비해작게

계획되었다. 장혀의 단면크기는 경춘전과 마찬가지로

0.3×0.6尺 크기이며 도리의 직경 또한 0.9尺으로 다른

전각에비해작다. 한편서까래의직경은0.5尺이고동자

주의높이는2.5尺이며대공은3尺으로나타났다.

3. 지붕가구

지붕가구를구성하는가장기본적인부재는도리와

서까래이며, 한국의 전통건축에서는 일반적으로 처마

도리와중도리사이에걸치는긴서까래와중도리와종

도리사이에거는단연이라는짧은서까래로구성된다.

서까래는지붕의하중을받는구조적인역할도하지만

배수를위한지붕면의기울기와일조를위한처마내

기도고려되어야한다.

본 절에서는 내전 전각의 종단면도를 대상으로 양

통의주칸과퇴칸의설정, 기단의폭과높이, 처마내

기, 종도리높이, 그리고각서까래의물매29 등을조

당시의 계획치수로 추정하여 내전 전각의 가구구성을

살펴보고자한다.

(1) 통명전

통명전은 5×2칸의내진칸과사면에퇴칸을두른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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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吳炫卓, 2000, 『傳統建築의지붕기울기變化要因에관한硏究』, 서울대석론, pp. 13-14(오현탁은논문에서조호준목수의지붕물매결정방법을이용하 는데, 조호준목수는일

차적으로장연물매를결정한후에전체구배를결정한다고하 다. 다만여기서전체구배는기와마감선의기울기를말한다.)

그림 6통명전가구구성도

계획요소 실측치수 추 정

주고
평주 3,383 (10.95) 11

고주 4,183 (13.54) 13.6

처마내 기
서까래 1,618 (5.24) 5.3

부연 751 (2.43) 2.5

중도리- 1,997(6.46) - 6.5

종도리거리 1,167(3.78) - 3.8

종량길이 2,769 (8.96) 9

기둥~초평고대 476 (1.54) 1.5

동자주높이 382 (1.24) 1.3

대공높이 989 (3.20) 3.2

장연 3.8寸

물매 중연 4.8寸

단연 8.3寸

종도리높이 초석위 6,804 (22.02) 22

표 6 통명전의가구구성요소 (단위 : ㎜, 尺)



고주 7량가건물로, 구조적특징은조선시대궁궐의침

전건물들에서주로나타나는쌍종도리무량각구조이

다. 양통의어칸은 11尺이고퇴칸은 7尺으로계획되었

으며, 기단폭은 5.5尺, 높이는전면의월대를포함하여

5.4尺으로 산정하 다. 전면 평주의 높이는 11尺이고

내진 고주의 높이는 13.6尺이며, 처마내 기(서까래)는

5.3尺이다. 기둥상부에서초매기평고대까지의높이는

1.5尺이고상·하중도리사이의간격은 6.5尺이며상중

도리와종도리사이의간격은 3.8尺으로파악하 다.

한편종량의길이는 9尺이며종도리높이는 22尺으

로 전면 평주길이의 2배가량으로 나타났다. 서까래 물

매의경우, 장연은 3.8寸인데, 이는장연내 기 5.3尺에

초매기평고대의위치, 즉기둥상부에서초매기까지의

높이를결정함으로써산정된다.

〈표 6〉과 같이 상·하중도리 사이의 중연 물매는

4.8寸으로장연물매에비해 1寸정도밖에높지않으며

상중도리의위치는양통어칸거리인 11尺의절반인 5.5

尺에서 1尺가량을 종도리 방향으로이동시켰다. 즉 동

자주의 위치가 양통의 중심쪽으로 이동됨으로써 동자

주의길이는 1.3尺으로정해지고또한종량길이는 9尺

으로정해졌다. 종량길이의경우, 좌우에서 1尺씩중심

쪽으로이동하 기때문에양통어칸길이인 11尺보다

2尺이작게구성되었다.

(2) 환경전

환경전은통명전과동일한평면구성으로 2고주 7량

가의가구형식이다. 양통의어칸은전후 2칸으로 8尺의

동일한 주칸이고 퇴칸은 6尺으로 구성하 다. 전면 평

주의높이는 10尺으로문헌상의기록과일치하고내진

고주는 12.6尺이며, 장연에의한처마내 기는 4.3尺이

다. 상·하중도리사이의간격은 4.6尺이고상중도리와

종도리 사이의 간격은 3.5尺으로 파악되었다. 그리고

기단의폭과높이는각각 5尺과 3.5尺으로측정되었다.

한편종량의길이는 7尺이며종도리높이는 21尺으

로 전면 평주길이의 2배가량으로 나타났다. 서까래 물

매의 경우, 장연의 물매는 장연내 기 4.3尺과 초매기

평고대의 높이 결정으로 산정되며 여기서는 4.1寸로

확인되었다. 상·하중도리 사이의 중연 물매는 5.8寸

으로장연물매에비해 1.7尺정도높게구성하 다. 상

중도리의위치는양통어칸거리인 8尺의절반인 4尺에

서 종도리 방향으로 0.6尺이동시켰다. 이로써 동자주

의 높이는 1尺으로 정해지고 또한 종량 길이는 7척으

로결정되어양통어칸길이인 8尺보다 1尺작게구성

하 다.

단연은 상중도리와 종도리 사이에 올렸는데, 10.3

尺 물매로 경사가 매우 급하게 처리되었다. 이는 양통

어칸거리가 8尺에불과하고또한상중도리와종도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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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요소 실측치수 추 정

주고
평주 3,080 (9.99) 10

고주 3,900 (12.63) 12.6

처마내 기
서까래 1,350 (4.37) 4.3

부연 650 (2.1) 2.0

중도리- 1,440 (4.66) 4.6 -

종도리거리 - 1,085 (3.51) 3.5

종량길이 2,163 (7.00) 7

기둥~초평고대 480 (1.55) 1.5

동자주높이 300 (0.97) 1.0

대공높이 1,115 (3.61) 3.6

장연 4.1寸

물매 중연 5.8寸

단연 10.3寸

종도리높이 6,530(21.14) 21

표 7 환경전의가구구성요소 (단위 : ㎜, 尺)

그림 7환경전가구구성도



간격이좁아졌기때문이며, 따라서동자주의부재높이

는 최대한 작게 계획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공의 높이

는 상중도리와 종도리의 높이 차에 따라 3.6尺 정도로

산정되었다.

(3) 경춘전

경춘전의가구구조는통명전, 환경전과마찬가지로

2고주 7량가로현존하는창경궁내전전각중, 춘헌을

제외하고공통적인가구형식이다. 경춘전의양통어칸

은 9尺이고퇴칸거리는 6.5尺으로궁궐지의기록과일

치한다. 전면기단의폭과높이는각각 5尺, 3尺으로구

성하여주고에비해기단고가낮은편이다.

전면 평주의 높이는 10尺이고 내진 고주의 높이는

12.8尺이다. 상·하중도리사이의간격은 5.2尺이고상

중도리와종도리사이의간격은 3.8尺으로산정하 다.

종량의길이는 7.6尺이며기단상면에서종도리중심까

지의 높이는 21.6尺으로 전면 평주길이의 2배 정도이

다. 장연의물매는 4.6寸정도로기둥상부에서초매기

평고대까지의높이는 1.2尺이며서까래내 기는 4.5尺

이다. 상·하중도리 사이의 중연 물매는 5寸으로 장연

물매에비해 0.4寸정도높게구성하 으며상중도리의

위치는양통어칸거리인 9尺의절반인 4.5尺에서 0.7가

량을종도리방향으로이동시켜동자주와연결하 다.

즉동자주의위치가양통의중심쪽으로이동됨으로써

동자주의길이는 1.3尺으로정해지고또한종량길이는

7.6尺으로결정되었다.

(4) 양화당

양화당은정면 6칸, 측면 4칸으로다른전각에비해

정면칸수가 1칸적다. 그러나가구형식은위에서언급

한전각들과동일한형식으로 2고주 7량가로구성하

다. 양통 어칸은 8.5尺이고 퇴칸은 6尺으로 양통 어칸

의 70% 정도를퇴칸거리로산정하 다. 전면기단의폭

과 높이는 각각 4.7尺과 4尺으로 다른 전각과 달리 높

이에비해폭이작게나타났다.

전면평주의높이는 9.5尺이고내진고주의높이는

12尺정도이며서까래와부연에의한처마내 기는 6.5

尺이다. 그리고 장연 내 기는 4.5尺으로 경춘전과 동

일하다. 상·하중도리사이의간격은 4.5尺이고상중도

리와종도리사이의간격은 4尺으로나타났다.

종량의길이는 8.5尺이며기단상면에서종도리중

심까지의높이는 19.3尺으로전면평주길이의 2배정도

이다. 서까래물매의경우장연은 4寸, 중연은 5.5寸, 그

리고단연은 8.4寸정도이다.

상중도리의위치는양통의어칸거리 8.5尺의절반

인 4.25尺에서 종도리 방향으로 1/4尺이동된 곳으로,

거의양통어칸의중앙에위치하여 4분변작에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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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요소 실측치수 추 정

주고
평주 3,065 (9.96) 10

고주 3,955 (12.85) 12.8

처마내 기
서까래 1,380 (4.48) 4.5

부연 610 (1.98) 2

중도리- 1,590 (5.17) - 5.2 -

종도리거리 1,170 (3.8) 3.8

종량길이 2,340 (7.60) 7.6

기둥~초평고대 370 (1.20) 1.2

동자주높이 390 (1.27) 1.3

대공높이 1,247 (4.05) 4

장연 4.6寸

물매 중연 5寸

단연 10寸

종도리높이 6,670 (21.67) 21.6

표 8 경춘전의가구계획요소 (단위 : ㎜, 尺)

그림 8경춘전가구구성도



이로써동자주의높이는 1.6尺으로같은가구형식의다

른전각에비해높게정해졌다. 또한종량길이는 8.5尺

으로물매에따른동자주의위치에맞춰산정되었음을

알수있다.

(5) 춘헌

춘헌은 전면 평주 위에 몰익공을 사용하고 전면

에만퇴를구성한 1고주 5량가의가구형식이며, 양통의

전체주칸은 16.5尺으로구성되었고어칸은 12.3尺, 퇴

칸은 4.2尺이다.

전면기단의폭과높이는각 4尺이며, 1 : 1로대응

된다. 전면평주의높이는 8.3尺이고내진고주의높이

는 11尺정도이며서까래에의한처마내 기는 3.3尺으

로 매우 짧게 구성하 으며 부연 내 기 또한 1.5尺으

로 다른 전각에 비해 짧다. 중도리에서 종도리 사이의

간격은 4.05尺으로 실측되었는데 이는 종량길이의 1/2

에해당된다.

춘헌종도리높이는 14.5尺으로건물규모에맞춰

낮게계획되었으며기둥높이 8.3尺의약 1.75배로다른

전각에 비해 낮게 나타났는 데, 이는 춘헌이 새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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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획요소 실측치수 추 정

주고
평주 2,918 (9.46) 9.5

고주 3,730 (12.1) 12.0

처마내 기
서까래 1,380 (4.47) 4.5

부연 600 (1.94) 2

중도리- 1,380 (4.47) 4.5 - 

종도리거리 - 1,250 (4.05) 4.0

종량길이 2,630 (8.53) 8.5

기둥~초평고대 260 (0.84) 0.8

동자주높이 480 (1.56) 1.6

대공높이 990 (3.21) 3.3

장연 4.0寸

물매 중연 5.5寸

단연 8.4寸

종도리높이 5,950 (19.29) 19.3

표 9 양화당의가구계획요소 (단위 : ㎜, 尺)

그림 9양화당가구구성도

계획요소 실측치수 추 정

주고
평주 2,515 (8.23) 8.3

고주 3,333 (10.9) 11

처마내 기 서까래 990 (3.24) 3.3

부연 430 (1.41) 1.5

중도리- 1,240 (4.06) 4.1 

종도리거리 (4.05)

종량길이 2,480 (8,11) 8.1

기둥~초평고대 211 (0.69) 0.7

동자주높이 753 (2.46) 2.5

대공높이 878 (2.87) 3

물매 장연 4.5寸

중연 —

단연 7.3寸

종도리높이 4,402 (14.39) 14.5

표10 춘헌의가구계획요소 (단위 : ㎜, 尺)

그림 10 춘헌가구구성도



중건된건물이아니라이건되어건립되었기때문에지

붕물매의시기적변화30에기인한것으로판단된다. 

중도리의위치는건물중심을기준으로할때양통

전체의 1/2인 8.25尺의절반인약 4.1尺으로퇴칸거리

보다 0.1尺작게구성하 다. 동자주의높이는 2.5尺으

로평주와고주의높이차이 2.7尺보다 0.2尺가량작

게처리하 다.

내전 전각의 물매에 따른 부재계획

건물의평면구성과구조형식에따라주칸이설정되

고 여기에 맞춰 소요 부재 길이가 산출된다. 다음으로

주고와 종도리 높이가 결정되면 장연, 중연의 물매가

정해진다.

장연물매는퇴칸거리와평·고주의높이차에의

해나타나는데, 결국평주위에서처마내 기와초매기

평고대높이에의해장연의기울기가결정되면장연의

내단길이31에맞춰중도리까지서까래가걸리게된다. 

이때 장연의 기울기에 맞춰 고주의 높이를 계획하

게 된다. 장연의 물매에 따라 고주의 높이가 결정되는

것은앞에서살펴본평주의계획치수가일반적으로반

척, 또는 완척으로 이루어지는 반면에 고주의 치수계

획은 寸단위까지 세분화되고 있음을 통해 추정할 수

있다. 장연을구성한후, 다음단계는중연과단연을걸

기위한종도리높이의산정이다. 

〈표 11〉에서와 같이 주고와 종도리 높이 사이에는

일정한상관관계가있음이도출되었는데, 대략주고의

2배로종도리높이를산정하고있다. 또한종도리높이

(처마도리에서종도리까지)는양통칸과의상호관련에서

도 10 : 2.4~3의일정한범위안에분포하고있다.

그리고하중도리와종도리사이에상중도리를놓고

중연을구성하게되는데상중도리의위치와높이에따

라중연의물매가결정된다. 중연은하중도리와종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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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國譯朝鮮王朝實걧』正祖 20年, 6月 16日(庚寅) [“庚寅/整理堂上李時秀奏曰: “ 迎春軒狹窄, 又多雨걼, 不可不改
。
”上曰: “此軒, , , ,

勢也
。
何必改乎?”時秀曰: “明日進饌, 當궋於此軒, , 不可仍置

。
”上曰: “以他紙, 略加補綴”]

[정리 당상(整理堂上) 이시수(李時秀) 가 아뢰기를,“ 춘헌(迎春軒) 은 매우협소하고또비가많이새니개수하지않을수없습니다.”하니, 상이 말하기를,“이건물은옛날의양식

에따라처마를달았기때문에서까래의 경사가평평하고따라서처마로흐르는빗물의 속도가느리게된다. 빗물이새게된것은형세상어쩔수없다. 굳이 고칠필요가있겠는

가.”하 다. 시수가또아뢰기를,“내일음식상을 춘헌에서차려야될텐데도배가더러워진곳을그대로방치할수없습니다.”하니, 상이이르기를,“다른종이를가지고대강기

워서보수하라.”하 다.]

31 여기에서장연의내단길이는결국퇴칸거리를의미하고하중도리의위치를말한다.

표 11 주고에의한가구요소의상관관계(尺)

통명전 환경전 경춘전 양화당 춘헌

주고 (평주) 11 10 10 9.5 8.3

양통전체칸 36 28 31 29 16.5

퇴칸 7 6 6.5 6 4.2

기단높이 5.4(월대포함) 3.5 3 4 4

(기둥~초평고대) 1.5 1.5 1.2 0.8 0.7

종도리높이 22 21 21.6 19.3 14.5

처마내 기 7.8 6.3 6.5 6.5 4.8

퇴칸/주고 0.64 0.6 0.65 0.63 0.51

기단높이/주고 0.49 0.35 0.3 0.42 0.48

기둥상부~초평고대/주고 0.14 0.15 0.12 0.08 0.08

종도리높이/주고 2 2.1 2.16 2.03 1.75

처마깊이/주고 0.71 0.63 0.65 0.68 0.58

처마도리-종도리 8.8 8.8 9.5 8.2 4.9

도리높이/양통 0.24 0.31 0.31 0.28 0.29



의 1/2 지점에서한번의꺾음(折)을통해단연과연결되

는데이러한꺾음에따라동자주의위치와높이가산정

된다.

경복궁자경전의경우처럼하중도리와종도리사이

에중연을사용하지않고단연만을사용하는경우에는

종도리까지꺾음없이한번에단연의물매가구성되어

상중도리의 수평적 위치는 하중도리와 종도리의 1/2

지점에 위치하게 된다. 그리고 종량 길이는 양통 어칸

의 절반 크기이며, 대량 상부에서 종도리 까지 높이의

1/2 높이에상중도리가위치한다.

한편 환경전의 경우에는 통명전, 경춘전, 양화당과

마찬가지로동자주의위치를하중도리와종도리의 1/2

지점인, A지점에서B지점으로이동시켜중연을구성하

는데, 이는종도리까지의높이에한번의꺾음을주기

위한방법으로이해된다〈그림 12〉.

그리고같은침전건물인덕수궁함녕전의경우에는

하중도리와 종도리의 1/2 지점에서 위의 환경전과 반

대의 방향으로 동자주의 위치를 이동시켰다. 즉〈그림

13〉의 B 지점에서 A지점으로 동자주의 위치를 옮겼는

데, 이는 지붕면에 흐르는 우수 처리에는 불합리한 구

성이지만, 중연의 소요길이를 작게 할 수 있고 상중도

리부근의적심량을줄일수있으며, 또한동자주의길

이를작게할수있는배치로부재계획과관련있는것

으로추정할수있다.

중연의 물매구성에 따른 동자주의 위치 결정에서

동자주는 하중도리와 종도리의 1/2 지점에 그대로 두

고단지동자주의높이를조절하는경우도있다32.

2고주 7량가의중연을사용하는가구형식의건물에

서이와같은 3종류의물매구성요인은종도리의위치,

즉높이가미리정해지기때문에발생하는조정방법이라

할수있다. 또한중연의물매결정에따른동자주의위

치선정은종량의길이를결정하는요인이며또한종량

위에세우는대공의높이를산정하는주요한변수이다.

이와 같이 장연의 물매는 내진고주의 길이를 결정

하며, 중연의 물매산정에 따라동자주의 높이가 결정

되고, 또한대공이높이와종량의길이등이함께산정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목조 가구에서 지붕가구의

형성은 서까래 물매결정을 통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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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경복궁자경전의물매구성

그림 12창경궁환경전의물매구성 그림 13덕수궁함녕전의물매구성

32 2고주7량가의가구형식을가진궁궐의전각중에서동자주의높이만을조절하는방식은창덕궁의주합루에서볼수있다.



결론

전통목조건축의지붕가구에서지붕물매의결정은

가구계획의가장중요한과정으로지붕의기울기는빗

물의 처리뿐만 아니라 입면비례에서도 중요한 요소이

다. 궁궐 내전 전각을 대상으로 지붕가구를 구성하는

주요부재의치수계획및물매구성을분석한결과는다

음과같다.

첫째, 주고에의한각구성요소의비례관계를살펴

보면, 먼저퇴칸거리의경우 춘헌을제외하고는 10 :

6~6.5의일정한비례관계를나타냈다. 종도리의높이는

주고의 2배정도로 1 : 2의비례를가지며, 단 춘헌의

경우 1 : 1.75의비례관계를나타내어시기적으로지붕

물매가변화하 음이확인되었다. 그리고전체도리높

이와 양통 칸의 상호 관계에서도 10 : 2.4~3의 일정한

비례를갖는것으로나타났다.

둘째, 창경궁내전전각의가구를형성하는부재의

치수계획은다음과같다. 평주의길이는반척, 혹은완

척으로이루어지는반면고주의치수계획은寸단위까

지 나타났는데, 이는 장연의 물매에 따라 고주의 치수

계획이결정됨을나타낸다. 그리고 춘헌과같이평주

의 길이가 寸 단위까지 치목되어질 때 고주의 길이는

완척으로계획되어평주와고주사이에형성되는장연

의물매는일정한범위값이있는것으로판단된다.

셋째, 한국 전통목조건축 지붕가구의 형성에서 서

까래의물매결정은먼저장연물매를정하고난후, 건

물의전체높이를결정하는종도리의높이를결정하며

그리고 중연을 걸기 위해 동자주의 위치와 높이를 조

정하는 방식으로 지붕물매를 계획하는 것으로 파악되

었다.

본연구는동일한시기에재건된궁궐의내전건물

만을대상으로하 기때문에궁궐의정전, 편전, 문루

등다른기능의전각등과비교, 고찰이빠졌음이연구

의한계이다. 그리고시기적으로 19세기초반만을다루

고있으며, 정 한실측조사가이루어진대상건물이 2

동에불과하여추후보완이이뤄져야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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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nning Method of Roof Framing through
Inner Building of Changgyeonggung 
in 19th Century01

Abstract

This study is to examine closely the frame structure of buildings in the royal palace of Josen dynasty, focused on

inner buildings of Changgyeonggung(昌慶宮) which is built in 19th century, through considering the member size of

main structure and analyzing the slope of a rafter.

The plans of a size on main member are as follows ; firstly, a length of the perimeter column was accorded with

Gunggwolji(宮闕誌) and the planning size of interior column was shown to a Chon(a Korean inch, 寸) unit. 

The slope of long common rafter that is formed between the perimeter and interior columns was grasped with

limits of a definite value. This is that the perimeter column is trimmed to a Chon unit, as Yeongchunheon(迎春軒), 

In the roof frame of Korean traditional timber architecture, the slope of rafter, first of all, is to decide the slope of

long common rafter and then to decide a height of ridge piece settled whole height of a building. And it is regulated

with position and height of a post so as to set up middle rafter.

Especially, the slope of long common rafter, it is not to be decide through scale of a building but through a length

of the perimeter column and composition of bracket structure. And in case middle rafter, the process of its slope is to

devide the central bay on the side of a building into equality, and then to adjust position and length of a p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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