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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광한루 목부재의 
연륜연대 분석

국/문/초/록

남원 광한루는 본루, 익루, 월랑 등 세 부분으로 구성된 누각이다. 각 부분이 추가되는 형식으로 증축된 것이

라고 알려진 광한루의 건축시기를 조사하기 위해 2001~2002년 수리 공사 중에 교체되는 본루, 익루, 월랑의 

목부재와 적심재에 대하여 연륜연대를 측정하였다. 본루의 주두, 도리, 적심, 그리고 익루의 중도리, 귀틀 부재가 

1624년 늦가을부터 1626년 초봄사이에 벌채된 것으로 밝혀져 본루와 익루의 건축을 위해 같은 기간에 벌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익루가 1626년 본루의 중건당시 함께 지어졌다는 증거이다.

1879년에 증축된 것으로 알려진 월랑은 연륜연대 측정결과 1881년~1882년에 본루와 익루의 대규모 

수리와 함께 건축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밖에 본루의 사래와 도리받침, 익루의 추녀가 1855년에 벌채된 

것으로 나와 1855년에 중수가 있었다는 역사기록과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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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전통건축의 편년은 건축양식과 상량문 기록, 창건에 대

한 역사기록 등을 바탕으로 작성된다. 그러나 건축양식에 

논란이 있거나 역사기록이 없는 경우는 정확한 건축편년을 

위해 건물 부재의 절대연대를 측정하는 과학적인 방법의 도

움이 필요하다.

전통건축의 주재료인 목재에 대한 연대측정방법으로는 

방사성탄소연대법과 연륜연대법이 있다. 방사성탄소연대법

은 측정오차가 최소 50~ 100년에 이르러 역사시대 건축물의 

연대측정에는 한계가 있다. 반면에 연륜연대법은 1년 단위 

또는 계절 단위까지도 연대측정이 가능하므로 건축사 연구

를 위한 유용한 도구로 평가받고 있다.01

연륜연대법은 나무의 연륜(나이테) 패턴을 관찰하여 연

륜 하나하나에 절대연대를 부여하는 것이다. 우선 생육연도

가 명확한 현생목을 기점으로 연륜연대기(연륜폭 그래프)를 

작성하며, 여기에 고목재 연륜연대기를 중첩시키어 장기간

의 표준(마스터)연륜연대기를 만들게 된다. 시대를 모르는 

미지의 목재에 절대연도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이 목재에 포

함되어 있는 나이테의 폭을 1년 단위로 측정하여 표본연륜

연대기를 만든 후 이미 절대연대가 부여된 마스터연륜연대

기와의 비교를 통해 절대연도를 부여하게 된다. 특히 미지의 

목재가 수피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는 마지막 나이테의 연도 

즉 벌채연도를 알아내어 건축연대를 알 수 있다.

「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02에 ‘축조시기가 불확실하거나 

양식적으로 중요한 부재인 경우에는 필요시 연륜연대를 조

사한다’ 라고 규정해놓고 있다. 이는 원형복원의 기준 시점

을 정하는데 연륜연대가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현재

까지 60여개의 고건축물에 대해 연륜연대측정이 이루어졌

다.03 특히 경복궁 신무문의 연륜연대 측정결과(1870년 벌채)

가 일성록의 신무문 개건 기록과 일치하여 연륜연대의 정확

성이 입증되는 계기가 되었으며, 그 결과가 국제연륜학회지

인 Tree-Ring Research에 게재되어 우리나라 소나무 연륜연

대기가 국제적으로 공인을 받게 되었다.04

본 논문은 2001년부터 2002년에 걸쳐 수리공사가 이루어

진 남원 광한루의 목부재를 대상으로 연륜연대를 측정하여 

광한루의 건축연대를 해석한 것이다.

남원 광한루 건축 개황

광한루(보물 제281호, <사진 1>과 <그림 1>)05는 전북 남원

시 천거동에 위치하는 2층 누각으로 누정건축의 백미로 평가

받고 있다. 조선 전기인 1434년에 남원부사 민여공이 누각을 

짓고 1444년 정인지가 그 누각에 광한루라는 이름을 붙였다.06

01  Baillie, M.G.L., 1982, Tree-Ring Dating and Archaeology,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F.H. Schweingruber, 1988, Tree Rings, D. Reidel Publishing Company, 

pp.144~165.

02 문화재청, 2005,『문화재수리표준시방서』, pp. 90~91.

03  박원규·김요정·한상효, 2006, 「목조문화재 부재 연륜연대측정과 수종분석」 『건조물 문화재의 과학적 안전관리방안 워크숍 프로시딩』, 국립문화재연구소, pp.67~79.

04  Park, W.K., Y.J. Kim, J.W. Seo, J.H. Lee, T. Wazny, 2007, ‘Tree-ring dating of Sinmumun, the north gate of Kyungbok Palace in Seoul’, Tree-Ring Research 63(2): 

105~109.

05  문화재청, 2000, 『광한루실측조사보고서』, p.14, p.111.

06  황수신, 1458. 『광한루기』.

【 사진 1 】 남원 광한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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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재란 때 소실된 후 부사 원신이 조그만 누각으로 다

시 세운 후, 세월이 흐르면서 볼품없이 퇴락된 것을 인조 3년

(1625년)에 부임한 부사 신감이 1626년 정월에 재건을 시작

하여 그해 7월에 마쳤다. 1626년 재건이후 1855년 부사 이상

억이 중수하였고, 1879년 광한루가 북쪽으로 기울어져서 그 

수리 방안을 궁리하던 중 추씨 성을 가진 목수의 묘안인 누의 

북쪽에 계단실 겸 월랑(月廊)을 튼튼히 축조하면 누에 오르기

도 편할 뿐더러 기울어짐도 바로 잡을 수 있다는 제안으로 월

랑을 설치하였다.07 한편 광한루의 익루는 그 건축에 대한 정

확한 기록 없으며 1795년 부사 이만길이 광한루 원내의 다른 

건물인 영주각을 중수할 때 온돌방을 들이기 위해 익루를 증

축했다는 설과 1925년 보수공사 때 증축했다는 설이 있다.08

온돌을 들인 누각은 특별한 것으로 보통 객사누각은 본루

만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루공간은 추운 겨울철에는 이용

할 수가 없다. 밀양 영남루에도 온돌이 침류각과 능파각이라

는 본루에 속한 부속건물에 설치되어 있으나,09 광한루같이 

온돌을 본루와 직접 연결된 익루라는 형식에 수용한 것은 드

물다.10 또한 본루와 익루의 영조척이 다르다는 해석이 나와 

익루가 후대에 덧붙여졌다는 주장이 제기되기도 하였다.11

본 연구의 목적은 연륜연대 측정을 통하여 광한루의 건축 

역사를 해석하는 것이다. 특히 정확한 기록이 없는 익루의 

건립연대를 밝히고 중건 및 수리연대의 기록을 목부재의 연

륜연대로 확인하고 그 수리규모를 규명하는 것이다.

【 그림 1 】 광한루 가구 조감도

【 사진 2 】 본루에서 본 월랑모습(2001년 수리 시)

【 사진 3 】 광한루 익루의 온돌 구들

07  남원시, 1999, 『광한루예찬시선』, p.32, p.93.

08  문화재청, 2000, 앞의 책, pp.74~75; 이강근, 2003, 「조선후기 목조건물의 연대관과 연륜연대학」 『미술사연구』 240: pp.249~281.

09  이호열, 2000, 「밀양 영남루 연혁 및 건축형식 변천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9(1): pp.7~25.

10  영남루의 침류각과 능파각도 본루에 속한 건물로 공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특히 침류각은 월랑을 통해 긴밀히 연결되어 있으나 광한루처럼 본루에 직접 연결되어 있지 

않아 익루라 부르지는 않는다. 문화재청, 2000, 앞의 책, p.86.

11  문화재청, 2000, 앞의 책, p.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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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대상 및 방법

1. 분석대상

남원 광한루 수리공사(2001~2002년) 중 교체된 원부재 

30점과 적심재 25점, 총 55점을 채취하였다<표 1과 2>. 수

종을 분석한 결과 모두 소나무로 식별되었다<사진 4>. 침엽

수재로 박벽의 에피데리얼 세포로 구성된 큰 수지구를 가진 

점, 축방향가도관에 존재하는 단열유연벽공, 창상형의 분야

벽공, 방사가도관의 거치상비후, 단열방사조직인 점 등이 소

나무가 가진 해부학적 특징이다.

채취된 원부재는 본루 14점, 익루 13점, 월랑 3점이었다

<표 1>. 적심재는 죽데기 형태의 순수 적심재가 15점, 가

구부재였다가 적심재로 사용된 재이용목이 10점이었다

<표 2>. 재이용된 적심재는 가구부재로서 제자리에 위치해 

있는 것이 아니고 지붕 속 적심으로 채워져 있어 그 크기와 

형태를 보고 원래의 부재명을 유추하였다. 부재명을 유추하

기 어려운 적심재 중 치목되어 각진 부재들은 ‘각재’로, 그 외

의 것은 ‘미상’으로 표기하였다<표 2>.

2. 분석방법

부후되어 더 이상은 목부재로서의 기능을 할 수 없는 부

재는 교체되는데, 이들 교체목에 대해 특수 제작된 전기드릴

을 이용하여 연륜코어(직경 8㎜)를 채취한 후 천공 부분은 목

재문화재 보수용 수지(SV427/HV427)로 충진하였다. 코어

채취는 가능한 한 두 방향에서 실시하였다. 채취된 코어는 

사포를 이용, 표면을 연마하여 선명하게 연륜을 관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사진 5>. 연륜폭측정기(LINTAB)로 연륜폭을 

0.01㎜단위까지 측정하여 연륜연대기를 작성한 후 마스터연

대기와 연대측정(크로스데이팅)을 실시하였다. 크로스데이

팅은 연륜분석 프로그램(TSAP)을 이용한 통계분석을 이용

하여 실시하였다. 통계분석은 상관계수를 이용한 t값과 부호

검정을 이용한 G값을 계산하여 수행하였다.12

【 사진 5 】  사포로 연마 후 노출된 연륜(하나의 연륜은 춘재와 추재로   
이루어져 있는데, 밝은 부분이 춘재, 어두운 부분이 추재이다).

【 사진 4 】 소나무의 삼단면 상의 세포특징

c

a

d

b

c. 소나무 방사단면Ⅱ

a. 소나무 횡단면

d. 소나무 접선단면

b. 소나무 방사단면Ⅰ

12  자세한 통계분석법은 손병화 외(2006)의 논문을 참조바람.

본루(14점)

기둥 1 도리 4 장여 1

주두 1 사래 2 포재 5

익루(13점) 월랑(3점)

기둥 2 동자주 1 기둥 2

도리 2 추녀 1 주두 1

대공 1 귀틀 3

박공 2 연목받침 1

【 표 1 】 연륜연대 측정 대상 원부재 (총 30점)

부재명 개수 부재명 개수 부재명 개수

순수적심 15 적심보 1 적심도리 2

적심청판 2 적심각재 1 적심미상 4

【 표 2 】 연륜연대 측정 대상 적심재(총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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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계수(correlation, r): 표본연대기(S: sample)과 마스터

연대기(R: reference)간의 상관계수를 다음 식으로 계산하였다.

상관계수는 다음 식을 이용하여 t값으로 변환시키었다.

Glk (G값, Gleichlaeufigkeit): 부호일치도로 두 연륜폭 시

리즈간 부호검정값이다.

100년 이상의 기간을 상호 비교할 때 t값은 4.0 이상, Glk

는 65%이상의 값을 가질 때 통계적으로 유의성있는 결과로 

간주된다.

분석결과

광한루의 본루, 익루, 월랑에서 채취된 원부재(교체목)와 

적심재, 총 55점에 대해 연륜연대를 분석한 결과, 1600년대 

부재와 1800년대 부재로 대별되었다.

1600년대로 연대가 부여된 광한루의 연륜연대기는 우리

나라 소나무 마스터연륜연대기와 비교한 결과, 131년 중첩

기간에 G값이 74%, t값이 6.1로, 99% 수준에서 유의성이 있

었으며 최내각 연륜에 1495년을 그리고 최외각 연륜에 1625

년을 부여할 수 있었다<그림 2>. 1600년대 연대기에 속하는 

부재들 중 수피를 가지고 있는 부재들은 최외각 연륜의 연대

가 모두 1625년 이전으로 모아졌다<그림 2>.

1600년대로 밝혀진 부재는 본루의 5점, 익루의 6점, 적심 

7점으로 총 18점이었다. 그 중 수피가 있는 7점의 부재(<그

림 2>의 ★표시된 부재)를 보면, 익루의 중도리 3은 1624년 

추재 형성이 완료되어있어 1624년 늦가을부터 1625년 초봄 

사이에 벌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13 나머지 6점(본루의 좌

중상도리, 익루의 중도리 2번, 귀틀, 적심의 순수적심 2점, 적

심보 1점)은 1625년 추재가 완성되어 있어 1625년 늦가을부

터 1626년 초봄 사이에 벌채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아

무런 가공이 필요치 않은 순수 적심의 경우 대부분 수피가 

있어 벌채연도를 알 수 있는 중요한 부재이다. 순수적심의 

벌채연대도 모두 1625년 늦가을에서 1626년 초봄 사이로 나

타나고 있어 이때 새로운 건축이나 수리가 이루어졌음을 확

실히 말해준다.

수피가 없는 나머지 부재들의 마지막 연륜도 모두 1625년 

이전으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이는 부재 제작 시 치목에 의한 

소실로 보이므로 같은 시기에 벌채된 목재로 볼 수 있다.

광한루의 본루와 익루의 원부재 및 적심부재의 일부가 

1624년 늦가을에서 1626년 초봄 사이에 벌채된 목재임이 밝

혀져 광한루가 1626년에 중건이 이루어졌다는 기록이 확인

되었다. 특히 수피가 존재하는 익루의 원부재(중도리 2개, 귀

틀 1개)의 벌채연도가 1624년과 1625년으로 확인되어 중건 

당시인 1626년에 익루의 건축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적심에서 발견된 상량도리<그림 3>는 연륜분석 결과, 최

외각 연륜의 연대가 1620년으로 나와 치목과정 중 소실된 부

분이 4~5개 연륜인 것으로 추정하면 1626년 중건 당시의 것

으로 생각되었다. 특히 이 도리에 적힌 상량문 명문이 ‘營建

13  연륜은 춘재와 추재로 나눌 수 있는데 자라는 곳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우리나라와 같은 온대 지방에서는 춘재는 4월부터 7월까지 그리고 추재는 8월부터 10월까지 

만들어지며, 11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는 부름켜(형성층)이 자라지 않아 연륜이 만들어지지 않는다. 따라서 한 해 연륜의 추재 형성이 완료되었다면 벌채 시기는 그 해 

11월부터 다음 해 3월사이이다.

r  X     n - 2

(1 - r2)
t =

(r : 상관계수, n : 표본시리즈와 마스터시리즈간 중첩기간, 年)

(Si : 표본시리즈, S : 표본시리즈평균, 

Ri : 마스터시리즈, R : 마스터시리즈평균)

Σ (Si - S)  X  (Ri - R)

Σ (Si - S)2  X  (Ri - R)2
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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廣寒樓~’로 시작되며 남원읍지인 용성지14에 전해져오는 상

량문 중 都色(현 공사감독)의 이름이 裵壽福과 沈奉(용성지

에는 沈鳳으로 기록됨)인 것이 일치하여 1626년 광한루 중

건 시의 상량도리가 분명하였다<그림 3>.

한편, 1800년대 부재들은 대부분 1850~1880년대의 것이

었다<그림 4>. 1800년대의 절대연대가 부여된 광한루의 연

륜연대기는 마스터연대기와 비교한 결과, 121년 중첩기간에 

G값은 68%, t값은 5.81로, 99% 신뢰수준에서 유의성이 있었

으며, 최내각 연륜에 1761년을 그리고 최외각 연륜에 1881

년을 부여할 수 있었다<그림 4와 5>.

1800년대의 연대기<그림 4>에서는 수피가 존재하는 연

대인 1855년과 1880년~1881년, 두 차례의 벌채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1855년 수피를 가지고 있어 1855년에 벌채된 것

이 확실한 본루의 도리받침대(2번)와 사래(가), 익루의 추녀

(동남방향), 수피는 없지만 마지막 연대가 1855년 이전으로 

모아지는 본루의 대공(1번), 외기장여(1번), 익루의 기둥(41

번)도 1855년에 벌채된 목재로 밝혀졌다. 첫 번째 벌채시기

인 1855년은 1855년에 부사 이상억이 광한루를 중수하였다

는 기록과 일치하였다.

수피가 있는 부재 중 본루의 사래(나)와 이익공(8번), 

익루의 덧서까래받침과 박공(1번과 2번)이 1880년 추재

가, 익루의 기둥(22번)은 1881년 추재가 형성되어있어 

1880년 늦가을에서 1882년 초봄 사이에 벌채가 이루어졌

음을 알 수 있었다.

수피가 없는 본루의 이익공(16번)과 기둥(30번), 익루의 

기둥(32동바리)은 모두 치목된 것을 감안하여 1880년 늦가

을에서 1882년 초봄 사이에 벌채된 것으로 추정된다. 분석된 

【 그림 2 】  광한루 1600년대 부재(왼쪽 연도는 최내각 연륜, 오른쪽 
연도는 최외각 연륜, ★표는 수피가 존재함을 표시, ★표가 없
는 것은 치목으로 일부 연륜이 제거된 것을 의미함.)

14  남원시, 1999, 『광한루예찬시선-용성지편』, pp.126~136.

【 그림 3 】 적심에서 발견된 상량도리에 적힌 상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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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랑의 부재들은 아쉽게도 모두 수피를 갖고 있지 않아 연륜

해석 결과만으로는 정확한 벌채연도 즉, 월랑 축조연대를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월랑의 축조가 이루어진 이유가 광한루가 

북쪽으로 기울어져 그 수리방안을 궁리하다가 나온 대책이

므로 기록상에 있는 월랑 축조연대인 1879년에 월랑을 설치

한 후 불과 1~2년 만에 본루와 익루를 따로 수리하였을 리는 

없으므로 지금까지 월랑의 증축연대로 알려진 1879년에는 

월랑의 건축에 관한 제의만 있었고 정작 월랑 증축은 1880년

부터 1882년에 걸쳐 이루어진 것이며 또한 월랑을 설치할 때

에 본루와 익루의 수리가 같이 행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1880년대에 월랑이 설치될 때 행해진 본루와 익루의 

수리 공사규모도 본루에서 기둥과 사래, 익루에서 기둥과 박

공이 교체되는 상당한 규모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적심의 경우에서도 1855년과 1880년~1881년의 두 차례

의 벌채가 확연히 나타나며<그림 5>, 순수적심(가공 흔적이 

없는 통나무 형태의 적심)의 벌채연도는 특히 그때의 수리

를 정확히 대변한다. 따라서 적심의 연대<그림 5>도 1800

년대 원부재 분석결과를 재확인하여 주는 결과로 광한루의 

1855년 중수와 1880년~1882년 사이의 대대적인 수리를 보

여주고 있다.

토론

남원 광한루는 1626년 본루가 중건된 후 익루가 증축된 

것으로 알려져 왔다.15 익루는 온돌방을 만들기 위해 나중

15  홍승재, 2005, 『한국의 건축문화재 (8): 전북편』, 기문당. pp.306~309.

【 그림 5 】  광한루 1800년대 부재

【 그림 4 】  광한루 1800년대 부재

【 사진 6 】  최외각 연륜이 1879년인 1881년 증축 당시의 익루 기
둥(32번)  동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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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부설된 것으로 보고 있었다. 또한 정밀 실측조사 결과에

서도 본루와 익루의 건축양식은 다음과 같은 시대적인 차

이점이 있었다.16

도리의 하부 면을 본루에서는 장여 면에 맞추어 수평으로 

깎아내는 기법을 사용하였으나 익루에서는 우주 귀공포 부

분에서만 이 기법으로 다듬었고 나머지 부분에서는 도리 아

랫면에 맞추어 장여 상면을 둥글게 파내는 기법을 사용하였

다. 다음은 공포부분인데 본루의 공포는 주심포계 수법이 가

미된 일출목 이익공 형태이고 익루의 공포는 초익공계, 월랑

의 공포는 이익공계이다. 본루 공포는 이익공계의 짜임이나 

재주두는 설치되지 않았다. 익공과 첨차는 각기 두 가지 형

태가 사용되었고 외목도리 받침장여에도 초각을 하여 장식

적으로 꾸민 점은 건립 시기적 특징으로 보았다. 익루에는 

초익공계 공포가 짜여 있는데 익공의 쇠서를 두 갈래로 만들

고 보머리를 봉두형으로 조각하여 상당히 화려하고 장식적

으로 꾸몄다. 월랑에는 이익공계 공포가 짜여 있는데 익공의 

쇠서는 연화와 연봉으로 화려하게 조각되어 있고 이익공 쇠

서와 보머리 사이에는 봉두를 조각하여 끼워놓았다. 대공은 

본루에서는 동자주와 파련대공이, 익루에서는 판대공과 동

자주가 사용되었다. 파련대공은 하부에는 화반형태를 만들

고 상부에는 당초를 초각한 형태인데 조선중기 혹은 그 이전

의 작풍을 일부 남기고 있는 형태이다. 처마 내밀기의 치수

에서는, 본루의 부연 내밀기는 서까래 내밀기의 절반보다 작

아 일반적인 처마 내밀기 법식보다 짧다. 익루의 경우는 서

까래 내밀기의 절반 정도로 일반적인 법식에 부합된다.17 이

상의 차이점을 근거로 일부 학자들은 본루와 익루의 건축시

기를 다르게 보았다.

그런데, 본루와 익루의 연대를 확인하기 위해 2001년~ 

2002년의 수리 공사 중에 교체된 목부재와 적심재에 대하여 

연륜연대를 측정한 결과, 본루의 주두, 도리, 적심, 그리고 익

루의 중도리, 귀틀 부재가 1624년 늦가을부터 1626년 초봄까

지 벌채된 것으로 밝혀져 본루와 익루의 건축을 위해 동 시

대에 벌채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2>.

월랑의 부재 중 기둥 1개의 마지막 나이테가 1878년으로, 

그리고 나머지 2개는 모두 1878년 이전으로 밝혀졌다. 이들 

월랑 부재는 수피가 없어 1878년 직후에 증축된 사실만을 

유추할 수 있었다. 그러나 수피가 있는 본루와 익루 부재 중 

1880년과 1881년에 벌채된 목재가 많았고 적심재에서도 벌

16  문화재청, 2000, 앞의 책, pp.231~234에서 전문을 발췌 인용하였다.

17  문화재청, 2000, 앞의 책. pp.235~236에서 전문을 발췌 인용하였다.

【 그림 6 】 연륜연대로 측정된 광한루의 중건 및 중수 해당 부재

【 그림 7 】 연륜연대로 측정된 광한루의 중건 및 중수 해당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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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연도가 1880년~1881년인 부재들이 다수 나와, 월랑의 증

축과 본루 및 익루의 대폭적인 수리가 함께 이루어졌다고 보

는 것이 타당하다. 이에 따라 1879년의 월랑증축 기록은 발

의 연도만을 기록한 것으로 생각되며 정작 건축이 이루어진 

것은 1881년~1882년인 것으로 생각된다.

그밖에 본루의 사래와 도리받침, 익루의 추녀가 1855년 

추재완성 정보를 가져 1855년에 대규모의 중수가 있었다는 

기록과 일치하였다. 이때의 수리도 본루에서 대공, 장여, 사

래, 도리 그리고 익루에서 추녀가 교체될 정도로 비교적 큰 

규모로 이루어졌음을 연륜연대 분석으로 알 수 있었다. 순수 

적심재에서도 1855년과 1880년~1881년의 벌채연도 그룹을 

보여 두 차례의 수리를 확인해주고 있다.

광한루 중건(1626년) 및 중수 시기(1855년과 1881년)의 

해당 부재를 시기별로 <그림 6>에 표시하였으며 역사기록

과 연륜연대 분석결과 밝혀진 광한루 건축역사적 사실을 

<그림 7>에 대조하여 요약하였다.

부재의 벌채연도를 바탕으로 부재 종류에 따른 건축부재

로서의 수명을 알고자 하였다.

주요 건축부재의 종류별 수명을 파악하기 위하여 조사된 

본루와 익루 및 월랑 부재들의 벌채연도를 <표 3>에 정리하

였다. 모든 부재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만 부재 종류와 위치

에 따른 건축부재로서의 수명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이

나 연륜연대가 조사된 주요 부재들에 대하여 제한적이나마 

실시하였다. 벌채연도 즉, 건축연도를 기점으로 교체시기와

의 간격을 통해 부재의 수명을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2002년 수리 시 교체되는 부재들에 대하여 조사가 이루어

졌으므로 2002년을 기준으로 계산해보면 기둥의 경우, 6개

가 조사되었다. 기둥 부재들의 건축부재로서의 수명은 1점

은 147년(2002-1855), 5점은 121년(2002-1881)이었다. 도리

는 5점 중 4점은 376년(2002-1626), 1점은 121년이었고 주두

와 포재도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귀틀은 3점 모두 376년 

동안 견뎌온 반면 박공과 사래, 서까래받침은 수명이 121년

으로 짧았다.

결론

연륜연대분석을 통하여 광한루의 익루가 1626년에 본루

와 함께 중건되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있었다. 이것은 현재 

익루를 이루는 부재 중 도리, 대공, 귀틀 등 주요 부재에서 얻

어진 결과로 구 부재가 재사용되었을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익루에 들인 온돌도 중건 당시의 원형으로 보인다. 건축기법

에서 본루와 익루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나 이는 시대 차이가 

아니라 중건당시 건축자의 의도로 해석된다.

연륜연대 조사의 주목적은 역사적 기록이 없는 건축물에 

대한 연대를 측정하는 것이지만 중건이나 중수기록이 확실

히 남아 있는 경우라도 연륜연대 측정으로 얻을 수 있는 추

가적인 건축역사학적 정보가 많이 있었다.

우선, 중수나 중건의 규모를 파악할 수 있었다. 1855년의 

중수는 본루의 대공, 장여, 사래와 익루의 추녀가 교체될 정

도로 비교적 큰 규모의 수리였다. 1879년으로 기록된 월랑 

부설 기록은 연륜연대로 조사한 결과, 1880년 추재가 형성된 

부재와 적심 원목이 많이 나오고 1881년 추재형성 부재도 일

부 나와 실제 공사는 1881년에 시작하여 1882년까지도 계속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이때에 본루와 익루도 대

1626 1855 1881

기둥 ● ●●●○○

도리 ●●●● ●

주두 ● ○

포재 ●● ●●

귀틀 ●●●

대공 ● ●

장여 ●

도리받침대 ●

사래 ● ●

추녀 ●

연목받침 ●

박공 ●●

【 표 3 】  2002년 수리 시 교체된 부재들의 연륜연대
(●는 본루와 익루의 부재, ○는 월랑의 부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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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모로 수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는 교체 부재에 국한되어 이루어졌기 때문에 전체 

중수규모를 완벽하게 조사할 수는 없었다. 하지만 중건 연대

인 1626년과 중수 연대인 1855년 사이의 부재들이 하나도 나

오지 않은 것은 이 기간 중에 대규모의 수리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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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ndrochronological Dating 
for the Gwanghanru Pavilion, Namwon, Korea

Abstract

In this study, Gwanghanru Pavilion (Namwon-si, Cheonbuk Province) was dated by tree rings of 

pines (Pinus densiflora Sieb. et Zucc., ‘sonamu’ in Korean). The present Gwanghanru Pavilion is 

composed of three parts: main, wing and entrance parts. The main part is known to have been built in 

1626 and the entrance hall in 1879, but the date of construction of the wing part is still unknown. We 

dated a total of 55 wood samples which were replaced during the repair process in 2001~2002. Tree-

ring dates indicated that both main and wing parts were built in 1626. Tree rings also revealed that 

the entrance hall was constructed in 1880~1881, and both main and wing parts were heavily repaired 

together while appending the entrance hall.

In conclusion, dendrochronology, i.e., tree-ring dating, was a useful and accurate method to identify 

the critical dates-such as the dates of original construction, reconstruction, repairs and extensions-for 

the history of Korean traditional buil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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