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2·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7. No. 4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7. No. 4, December 2014, pp.22~47.
Copyright©2014,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국/문/초/록

본 연구는 한중 고건축 내부 가구(架構) 중 소슬재의 위치와 도리와 보의 결합 형태를 분석하여 동아시아 목조 

구조 체계 원리를 이해하기 위한 기초적인 연구이다. 동아시아 국가인 한국과 중국의 고대 목조건축은 서까래와 

도리, 그리고 보를 결합하여 건물의 윗부분을 구성하고 기둥과 결합하여 건물의 기본 골격을 형성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목조 구조 체계의 원리가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세부적인 기법상의 차이가 지역성과 시대성, 국가성을 

띠고 있다.

중국건축 내부 가구 중 도리와 보의 결합 형태와 차수(叉手), 탁각(托脚)의 지지점 위치가 시대에 따라 차이점을 

보이고, 역사적으로 다양한 왕조에 따라 세부 수법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15세기 이후 건축에서는 차수와 탁각이 

없어지는 현상을 보이며 특히, 탁각은 명대 관식건축에서는 완전히 없어졌으며 주된 이유는 도리와 보의 결합 방식의 

차이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15세기 이전에는 도리와 보가 서로 떨어져 결합되고 있었으나, 15세기 

이후는 도리와 보가 서로 결합하고 보의 단면적이 비약적으로 커져 도리 좌굴을 방지하는 수법이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탁각의 경우 당·오대 시기에는 탁각의 상부 위치를 봤을 때 도리와 직접적인 결합은 없으며, 도리의 좌굴을 

방지하는 부재보다 내부 가구의 안전성을 유지하는 부재라고 볼 수 있다. 송대 이후 원대까지도 송 『영조법식』의 

기록과 다른 건축물이 많은 것으로 보아 탁각의 적용 여부는 지역, 혹은 장인의 수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원대 이전 우진각 지붕의 측면 도리 부근과 팔작 지붕 합각 아래 구조에서도 탁각이 있는 것 보아 

종단면과 횡단면에서 모두 볼 수 있는 부재이며, 지지점의 위치를 보아 도리를 직접 지지하는 부재라기 보다 

우진각 지붕의 측면 구조나 팔작 지붕의 측면 합각 구조의 안전성에 기여하는 부재로 보인다.

한국건축 중 고려시대에 반 ‘ㅅ’자형 소슬재(중국명: 탁각[托脚])가 유행하지 않은 이유는 도리의 좌굴을 방지하는 

기법(도리 받침재)이 널리 유행하여 반 ‘ㅅ’자형 소슬재를 사용하지 않아도 도리가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선호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시기의 도리는 도리+장혀+도리 받침재+보의 구성을 보여 도리가 직접 보와 결구 

되지 않는 특징이 있으며, 조선시대 이후 도리가 보의 단면적의 범위에 속해 도리가 좌굴 되는 현상을 방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15세기 이후 중국건축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이며, 15세기 이후 도리 좌굴에 대한 세부 기법이 

한중 양국의 지역성과 국가성을 뛰어 넘어 보편성을 가진 예라 생각된다. 

조선중·후기 건축에서 지붕부의 하중을 줄여 주는 방법인 덧걸이 수법이나 덧서까래 사용은 도리에서 보로 

전달되는 하중을 줄여주어 도리 좌굴을 감소시켜 주는 효과가 있으며, 이는 조선시대에 건물을 영조하는 장인들의 

도리 좌굴을 방지하는 또 다른 기술이라 할 수 있다.  

한중 고건축 도리와 보의 결합 구조와 소슬재의 연구는 고려시대 이전 건축을 복원, 설계하는 연구에 기초적인 

연구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제어    도리의 위치, 소슬재, 도리와 보의 결구 형태, 도리 좌굴, 지붕부 하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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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 배경

동아시아 목조건축 내부 가구구조의 발달과정과 시대 특

징, 그리고 지역성과 국가적인 특성을 규명하는 일은 한국 

목조건축 그리고, 고대 목조건축을 위주로 하는 동아시아 국

가의 목조건축 연구자들이 항상 연구하고 관심을 보인 분야

이다. 도리와 보를 구성하여 서까래를 얹어 지붕을 구성하는 

목조건축의 특성으로 각 부재의 형태와 결구기법, 구조 등

은 시대와 지역적인 특성이 있어 양식적인 구분이 가능하다. 

더 나아가 한국과 중국, 일본 등은 지역, 민족, 기후, 문화 등

이 달라 한 국가의 목조건축 특성이 나타나는 것은 목조 가

구(架構)구조 발달사에서 보면 당연한 일인 지도 모른다. 그

렇지만 목조건축의 결구기법이나 건물에 쓰이는 독특한 부

재의 쓰임으로 국가간의 공통적인 요소도 있어 동아시아 고

대 목조건축의 발달 역사 및 교류사적인 측면에서 중요한 부

분 임은 틀림 없다. 특히, 한국건축과 중국건축은 일본의 건

축에 비해 부재들간의 공통점이 더 많아 연구자들이 이에 대

한 연구를 진행하였고 현재도 진행 중이다. 한국건축에서 종

도리 밑의 부재인 대공과 소슬합장, 소슬대공 등은 중국건축

에서 차수(叉手)와 촉주(蜀柱）그리고 탁각(托脚) 등의 용어

와 기능과 형태가 유사하고 가구 구조에서 위치도 비슷한 부

재들이다. 이런 부재와 도리와 도리 밑 부재들이 보와 결합

하는 방식과 이들을 보조해 주는 부재, 그리고 각각의 부재

가 결합하는 형태 등을 비교하여 동아시아 목조건축의 내부 

가구 기술 발달의 흐름을 분석하는 기초적인 연구를 제공하

고 이에 더하여 한국 목조건축의(주심포건축과 다포건축 포

함) 내부 가구 기법 상의 특성과 흐름을 도출하려 한다.

2. 연구방법과 범위

한국건축과 중국건축에서 도리 밑 부재의 구성과 결합 

방식에는 비슷한 점과 다른 점이 공존하고 있다. 중국건축에

서 차수에 해당하는 한국건축의 부재 명칭은 소슬대공과 소

슬합장으로 이 부재들은 종도리 밑에서 ‘ㅅ’자 형태로 좌우에

서 받쳐 머리 부분이 종도리를 받치면 소슬대공, 종도리 하

부 부재와 결구되면 소슬합장으로 나뉘고 있다.01 중국건축

의 경우는 종도리 밑에서 ‘ㅅ’자 형태로 종도리를 직접 받치

는 경우, 종도리 밑 첨차형 부재를 받치는 경우, 종도리 밑 반

간(襻間)을 받치는 경우 등으로 나뉠 수 있다.02 종도리 이하 

도리와 도리 연결 부재가 있는 경우는 한국건축에서는 그 실

예가 매우 적다.(봉정사 극락전, 성불사 응진전 등) 중국건

축에서는 탁각이라 하며, 명·청시대 관식건축(궁궐건축)에

서는 없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03 또한, 탁각의 머리와 뿌리

의 위치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으며, 남방 지역(장

강 이남 지역) 건축에서는 탁각이 사용되지 않고 있어 탁각

은 북방 지역에서 고안되어 사용된 부재로 알려져 있다.04 본 

논문은 한국 초기 건축의 내부 목조구조의 특성이 동아시아 

목조건축에서 어떠한 위치를 차지하고 또 주변 국가의 목조

건축과 내부구조 흐름과의 비교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

재 남아 있는 고려시대 목조건축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으며, 

조선시대 이후 건축은 초·중기의 주요 건축을 참고 하였다. 

한국의 초기 건축의 목구조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이른 시

기의 건물(당·오대, 요대, 송대 등)이 남아 있는 중국건축을 

참고 하고, 양국의 비슷한 시기의 건축에서 공통적인 모습과 

다른 모습을 분석하여 한국 목조건축의 내부 가구의 특성을 

유추하였다. 

01  주남철, 1989, 「소슬재의 연구」 『한국학보』 제55집, pp.269~274; 현재 남아 있는 봉정사 극락전, 수덕사 대웅전처럼 소슬재(종도리 아래에서 ‘ㅅ’자형으로 된 부재)가 직

접 종도리를 받치는 경우는 소슬합장, 부석사 무량수전과 같이 종도리 하부의 뜬장혀를 받치는 것은 소슬대공이라 하였다.

02  車周煥, 2014, 「明代以後托脚退化原因硏究」 『中國建築史論彙刊 第九輯』, 淸華大學校出版社, pp.42~78.

03  李建平 編著, 2011, 『中国古建筑 名词图解辞典』, 山西科学技术出版社, p.95.

04  柳成龍, 2003, 『結構技法 분석을 통한 高麗時代 柱心包 建築의 形成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사학위논문, p.163.



24·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7. No. 4

3.  도리와 도리 결구부재 명칭과 역할, 
    그리고 도리 좌굴 개념

1) 한중 목조건축 도리의 역할과 

    하부 부재 구성 형태

도리의 명칭과 뜻, 그리고 기능에 관해서 한국건축에서

는 서까래 바로 밑에 가로로 길게 놓인 부재로 서까래를 타

고 내려온 지붕의 하중이 도리에서 가장 먼저 받으며,05 보

와 직각 방향으로 걸어 서까래를 받는 수평재로 서까래의 

하중을 받아 지붕의 뼈대를 구성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

다.06 중국에서는 송대(宋代)의 대표적인 명칭으로는 단

(槫),07 명청대 대식건축(大式建築)08에서는 항(桁)，소식건

축(小式建築)에서는 름(檩)이라 하였으며, 서까래와 망판을 

받치고 횡방향으로 놓여 보(梁)와 직교하여 내부 구조와 지

붕을 구성한다고 일반적으로 인식하고 있다.09 한국과 중국

a.  수덕사 대웅전(1374년, 고려 말) 종단면 상세
    (문화재청, 2005, 「수덕사 대웅전 실측조사보고서」）

【 그림 1 】  한국건축 도리와 도리 하부 부재 결구

b.  관룡사 대웅전(18세기) 종단면 상세
    (문화재청, 2002, 「관룡사 대웅전 수리보고서」）

ba

a.  불광사 동대전857년) 종단면 상세
    (傅熹年 主編，2009, 『中国古代建筑史 第2卷』)

【 그림 2 】  중국건축 도리와 도리 하부 부재 결구

b.  명 장릉 보은전(1427년) 종단면 상세 (傅熹年 著, 2001, 『中国古代城
市规划建筑群布局及建筑设计方法研究』)

ba

05  김왕직, 2007, 『알기 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동녁, p.156.

06  張起仁, 1998, 『韓國建築辭典』, 보성각, p.96.

07  宋 『營造法式』에 도리와 관련된 용어는 모두 9개이나 문헌 상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는 단(槫)이며, 동(栋), 맹（甍）등이 많이 쓰였다.

08  李建平 編著, 2011, 『中国古建筑 名词图解辞典』, 山西科学技术出版社, p.118. 대식건축과 소식건축은 두공(斗栱, 공포)의 사용 여부로 건물의 계통을 나누는 명칭이다. 

일반적으로 대식건축은 궁궐, 묘우, 관아 등에 쓰여 등급이 높은 건축이다.

09  李建平 編著, 2011, 『中国古建筑 名词图解辞典』, 山西科学技术出版社,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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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건축에서 도리의 기능과 위치 및 내부 가구 구조에서 뼈

대를 형성하고 서까래의 하중을 받는다는 것을 공통적으로 

생각하고 있다. 

중국건축에서는 차수에 대한 명칭은 변동이 없으며, 종

도리 상부의 지지 점을 분류하여 시대적인 특징으로 구분하

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0 차수의 역할은 머리 부분은 종도리를 

받치고 뿌리 부분은 보(梁)의 끝부분에 교차하며 한대(漢代)

에 이미 사용되었고 송대(宋代) 이전 건축에서는 단면적이 

크고, 원대(元代)에는 단면적에 작아진다고 보고 있다.11  

탁각의 경우, 한국건축에서는 반소슬재의 형태로 남아 

있는 경우보다 수덕사 대웅전처럼 홍예초방 형태로 존재

하는 것이 고려시대 건축의 특징으로 알려져 있다. 중국 송 

『영조법식』의 경우 보의 단부를 지나 도리를 직접 받치는 

경우를 설명하고 있으나 당·오대 이후 원대까지 매우 다양

하며, 같은 시대에서도 지역성을 띠는 경우도 많아 구분하

기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시기적으로 15세기 이전(한국: 조선시대 이전, 중국: 

명·청대 이전)의 한국과 중국의 건축에서 도리 밑 하부 구

성에 대한 기본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한국건축의 경우

는 고려시대 건축의 도리 밑 부재 중 승두(혹은 운공)이라는 

부재를 들 수 있으며,12 중국의 경우는 명·청대 이후 보의 

단면적을 크게 하여 하중을 받치는 능력이 충분하다고 느껴 

관식건축(궁궐 건축)에서 탁각이 없어지는 형태를 유지한

다는 것이다.13 그리고, 송 『영조법식』의 기록만 보면 탁각

은 도리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부재라고 설명 되어 있

어, 명대 이전 탁각의 위치와 지지점을 분류해 보면 시대별

로 특징과 기능에 대한 이견이 있어 보인다.14 

2) 한중 목조건축 도리 좌굴 개념

기둥과 보, 도리가 건물 전체의 골격을 형성하고 지붕부

가 형성되어 건물이 지어지면, 목조 건축은 시간이 흘러감

에 따라 압축력과 횡력, 그리고 지붕의 무게로 인해 건물이 

한쪽으로 쏠리거나 비나 습기에 의해서 나무 부재가 비틀리

는 현상들이 발생한다. 이는 동아시아 목조건축의 특성 중 

하나로 나무가 건물의 주요 재료인 건물의 취약점이기도 하

다. <사진 1>은 한국의 대표적인 고려시대 건축인 봉정사 극

10  賀大龍, 2008, 『長治五大建筑新考』, 文物出版社, pp.47~49.

차수(叉手)의 머리 지지점을 분류하여 당대건축(唐代建築)과 오대건축(五代建築)의 특징을 설명하고 있으나 용어는 모두 차수(叉手)로 부르고 있다. 이는 한국 고건축에

서 분류하고 있는 것과 다른 점이다.

11  李建平 編著, 2011, 『中国古建筑 名词图解辞典』, 山西科学技术出版社, p.94.

12  문화재청, 2004, 『강릉 객사문 실측·수리보고서』, p.442.

13  王貴相 外, 2011, 「唐宋木构建筑在构造与装饰上的一些变化」 『中國古代木構建築比例与尺度硏究』, 中国建筑工业出版社, pp.33~34.

14  송 『營造法式』의 대목작 그림을 보면 종보 이하 각각의 보 끝 부분에 탁각이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모두 도리를 받치는 모습이다. 이는 당·오대 건축에서 탁각의 머리 부

분의 지지 점과는 다른 형태를 보이며, 많은 수의 宋代建築에서 탁각이 보의 하부나 측면을 지지하는 것과도 다른 점을 보인다.

【 사진 1 】  봉정사 극락전 도리 좌굴 모습 （문화재청, 2003, 「봉정사 
극락전 수리·실측보고서」）

【 사진 2 】  불광사 동대전 내부 도리 좌굴 모습 (清华大学建筑设
计研究所 等 主编，2011, 『佛光寺东大殿建筑勘察研究报』)

도리 좌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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락전(12세기 이전) 주심도리와 외목도리 모습이며, <사진 2>

는 중국 당대(唐代) 건축인 불광사 동대전(894년)의 내부 하

중도리 현황이다.  

<사진 1>은 수리 전의 봉정사 극락전의 모습으로 주심도

리 끝의 단면 단청 모습을 볼 때 주심도리와 외목도리가 왼

쪽방향으로 틀어진 모습을 볼 수 있다. 봉정사 극락전 주심

도리의 경우 도리와 도리 간의 접점 부분은 맞댐이음이며, 

도리와 보가 직접 짜맞쳐 있지 않고 단장혀와 도리 받침재

가 결구되어 있는 모습이다.15 게다가 주심도리는 옆에서 받

쳐 주는 소슬재가 없다. <사진 2>의 불광사 동대전 천장 안

에 있는 하중도리의 모습을 보면 도리가 시계방향으로 틀

어진 모습을 넘어서 도리가 본래의 자리에서 이탈된 모습을 

볼 수 있다. 두 건물의 도리는 좌굴되어 있는 모습으로 봉정

사 극락전 주심도리는 도리 받침재가 있어 도리가 왼쪽방향

으로 돌아간 모습을 볼 수 있지만 원래 위치에서 이탈되지

는 않았으며, 불광사 동대전의 경우는 도리 받침재가 있지

만 도리는 장혀와 결합하고 도리 받침재와는 직접적으로 결

합 되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다. 하중도리에는 탁각이 있는 

모습이지만 도리가 오른쪽 방향으로 틀어짐과 동시에 횡력

에 의해 원래 자리에서 이탈되어 있는 모습이다.

도리는 서까래에서 전달된 상부 지붕의 하중을 직접 받

아 내부 가구에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종단면도에서 일반

적으로 종도리를 기점으로 하부의 주심도리(혹은 외목도리)

가 삼각형의 꼭지점이 된다. 그리고 이 접점들을 연결하면 

중도리(하중도리, 상중도리 포함)가 삼각형 양변 선에 직접

적으로 접촉되어 있어 사선 형태로 서까래의 하중을 받는 모

습을 볼 수 있다. 각각의 도리가 서까래를 직접 받치는 구조

이기 때문에 상부 지붕 구조에서 서까래를 포함하여 적심과 

기와 등의 무게를 그대로 받는 구조이다. 그리고, 목조건축

에서 사각평면에 지붕 구조가 팔작, 우진각, 맞배 형태를 가

진 건물은 종단면에서 삼각형 구조를 이루기 때문에 종도리

15  정연상, 2010, 『맞춤과 이음』, 도서출판 고려, p.171.

16  정연상, 2010, 『맞춤과 이음』, 도서출판 고려, p.172. 정연상은 주심포계 포작 건물의 보와 도리간의 통장부맞춤방식의 결구 방법은 보목 혹은 도리 받침 장혀의 장부 홈

을 파야하기 때문에 포재의 단면 춤이 낮고 보목과 수장재의 단면 폭이 수장재 폭과 거의 같아 보목의 유효 단면적이 적다 하였다. 

(삼각형의 최상부 꼭지점에 해당)에서 하중이 내려오는 구

조라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종단면도에서 종도리를 중심

으로 왼쪽에 위치한 도리들은 도리 왼쪽으로 비틀어지는 힘

이 집중되며, 오른쪽 방향에 위치한 도리들은 도리 오른쪽으

로 비틀어지면서 횡력이 집중되는 것을 생각 할 수 있다. 즉, 

상부 지붕부 부재들의 무게가 서까래에서 도리, 장혀, 보의 

순서로 하중이 전달된다고 할 수 있다. 실제로 봉정사 극락

전의 경우 외목도리가 보와 직접적으로 짜맞춤되는 부분이 

파손되는 상태가 심하다고 하였다.16 이 건물의 외목도리의 

경우 중도리와 주심도리와 달리 보목의 단면적이 적고, 도

리 밑 받침재가 없어 도리의 좌굴과 횡력에 취약하고 삼각형 

구조에서 하부 꼭지점에 해당하기 때문에 힘이 많이 실리는 

경우로 보목의 파손이 일어나는 경우로 생각할 수 있다. 불

광사 동대전 하중도리의 경우 탁각이 하중도리를 받치는 모

습이지만 도리가 본래의 자리에서 이탈되어 옆으로 빠져 있

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도리가 장혀와 결구되고 하부 받침재

는 거절(擧折)에 의해서 도리의 높이를 맞추기 위한 높이 조

절의 기능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리의 좌굴 방지를 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도리간의 연결 이음은 맞댐 

이음으로 보여 도리의 좌굴에 취약한 모습을 보이며, 탁각이 

도리를 받치는 모습을 볼 수 있지만 횡력이 커서 탁각이 도

리를 받치는 힘을 넘어선 모습을 볼 수 있다. 상중도리의 경

우 탁각이 상중도리 밑 영공(令栱)을 받치고 있으며, 도리가 

옆으로 넘어간 모습을 볼 수 있다(도리 옆 받침재는 후에 가

설된 부재이다). 종도리 기준으로 양쪽 하중도리의 도리 이

탈 모습은 같은 것으로 보인다. 중도리의 경우는 도리가 보

와 직접 밀착되지 못하며, 각각 시계 방향과 반시계 방향으

로 넘어간 모습을 볼 수 있다. 결국 탁각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 모두 도리의 좌굴이 심하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삼각

형 모습의 종단면 형태를 생각해 보면 지붕 하중이 매우 큰 

것으로 생각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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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국건축의 도리 밑 결합 방식18 

1)  당·오대 건축(11세기 이전: 남선사 대전, 불

광사 동대전, 광인왕묘, 천태암 대전, 진국사    

만불전, 대운원 미타전, 화림사 대전)

당·오대 건축에서는 차수가 영공(令栱)을 받치고 있는 

건물이 대다수이고, 탁각의 경우는 평량(平梁)의 측면을 받

치거나 평량 하부에 있는 영공 혹은 반간(襻間)을 받치는 경

우가 대부분이다. 불광사 동대전 중도리의 경우는 탁각이 없

는 경우이다. 탁각이 직접적으로 도리를 받치는 경우는 불광

사 동대전의 하중도리와 대운원 미타전의 하중도리뿐이다

(미타전의 경우는 하부에 있는 반간(襻間)을 뚫고 도리를 받

치고 있다). 그래서, 당·오대 건물의 차수와 탁각의 경우는 

도리를 직접적으로 지탱하거나 받치는 부재라기 보다는 차

수의 경우 상부의 하중을 받치는 부재로 인식되고 탁각의 경

우는 보의 측면과 보 하부에 있는 반간 등을 지탱하고 유지

17  車周煥, 2014, 「明代以後托脚退化原因硏究」 『中國建築史論汇刊 第九輯』, 淸華大學校出版社, pp.42~78. 본 논문 그림 31, 32, 33의 내용을 보충 재작도함.

18  중국건축의 실측 도면 참고는 다음과 같다. 李会智, 2003, 「山西现存早期木结构建筑区域特征浅探」 （上） 『文物世界』; 李会智, 2010, 「山西现存元以前木结构建筑地区
期特征」 『三晋文化研讨会文集』; 傅熹年, 2001, 『中国古代城市规划、建筑群布局及建筑设计方法研究』, 中国建筑工业出版社; 郭黛姮 主编, 2009, 『中国古代建筑史 第

三卷 宋、辽、金、西夏建筑』 第二版, 中国建筑工业出版社; 潘谷西 主编, 2009, 『中国古代建筑史 第四卷 元, 明建筑』 第二版, 中国建筑工业出版社; 中国科学院自然科学
史研究所 主编, 2000, 『中国古代建筑技术史』, 科学出版社 등.

a.  도리 좌굴 개념도 b.  명대 이전 건축의 도리와 보 
    접합 기본형

c.  명·청대 건축의 도리와 보 접합 
기본형

【 그림 3 】  도리 좌굴 개념도와 시대별 도리 접합 현황도17

b c

【 사진 3 】  불광사 동대전 도리 좌굴 현황 (清华大学建筑设计研究所 
等 主编, 2011, 『佛光寺东大殿建筑勘察研究报』)

한중 고건축 도리 하부 구조 
변천의 흐름

a

- 고건축 종단면은 이등변 삼각형의 구조적 원리를 지님
- 서까래와 도리가 연접되어 도리가 시계방향으로
   (혹은 반 시계방향) 틀어지는 원리
- 서까래와 서까래 상부의 무게가 도리와 
   도리 하부 부재에 전달되는 원리

하중

상중도리가 시계방향으로 틀어진 모습

중도리가 시계방향으로
기울어진 모습

하중

하중

하중 전달방향

하중 전달방향

서까래

서까래

도리
도리

탁각 탁각이 없고,
도리가 보에 범주 안에 들어가 있음

하중 이동 방향

도리
종보

대들보

하중 이동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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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부재로 보여 이 시기의 목조건축의 내부 가구에서 보

이는 탁각은 송 『영조법식』에 나온 설명 및 그림과 다른 것으

로 보여 내부 가구의 틀을 안정 시키려는 부재라고 볼 수 있

다.19 남방 건축인 화림사 대전의 경우는 차수와 탁각이 없

는 모습으로 되어 있다. 이는 중국 남쪽 지방 건축이 북방 

지역 건축의 대량식 구조와 다른 천두식 구조에서 오는 특

징일 수 있으나 남방의 절강(浙江)과 복건(福建), 광동(廣東) 

지역 등의 건축도 대목작(大木作)의 관점에서 보면 세부 수

법이 달라 구조적으로 같은 분류로 포함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20 

19  宋 『營造法式』 대목작 주유주 탁각의 설명에 따르면 도리(槫)와 보(梁), 탁각(托脚)의 결합 방식은 측양도에 나온 그림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凡中下平槫縫 並於梁首向裡斜按托腳。其廣隨材厚三分之一。從上樑角過抱槫 出卯以托向上槫縫。

중도리 이하에 보의 머리를 향해서 경사지게 탁각을 설치한다. 높이는 1재, 너비는 높이의 1/3. 상부에 위치한 보의 모서리까지 포단(抱槫: 도리와 보의 결합을 위해 홈을 

내는 것)을 지나 홈을 내어서 상부 도리를 받친다. 

다만, 宋 『營造法式』에서는 도리와 보가 직접 결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 구절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연구대상이다. 또한, 최근 출판된 영조법식에 관한 사전에서도 당·오

대와 송대건축, 그리고 요대건축 등의 구분 없이 탁각은 도리를 받치는 부재라 설명되어 있으며(陳明達 著, 2010, 『营造法式辞典』, 天津大学出版社, p.49, p.162), 이에 

반해 송대 이전에 촉주(蜀柱), 도리(槫), 보(梁)의 구조에서 촉주(蜀柱)가 공포와 함께 연결되고 차수와 탁각이 사용되어 안정된 구조를 가진다고 하여 공포 구조와의 연관

성을 주장하는 글도 있다(潘谷西·何建中 著, 2004, 『营造法式解读』, 东南大学出版社, p.75).

20  乔迅翔, 2013, 「试论穿斗架研究趋向」 『宁波保国寺大殿建成1000周年学术研讨会』, pp.404~409. 

중국에서 대량식구조와 천두식(穿斗式)구조의 구분은 문헌 상에서 분류된 용어는 아니며, 1940년 刘致平의 「四川民居調研究」 문장에서 천두식이라는 용어와 1942년 劉

敦禎의 「西南古建築調查概況」에서 북방 관식건축과 다른 구조를 묘사하고 있다. 이후 1957년 刘致平의 『中国建筑类型与结构』에서 천두가(穿斗架)에 대한 특징을 설명

하며, 중국 고건축에서 대량식 구조와 다른 구조로 고건축 학계에 정착되었으며 삽량식(插梁式(손대장의 분류), 천두대량식(穿斗抬梁式) 용어 등으로 파생되었다. 1980년

대 이후 천두식구조의 특징과 남방지역 민간건축과의 연관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남방지역의 절강과 복건, 광동에서도 대목작과 구조 기술적인 관점

에서 다른 분류로 구분될 수 있는 건축물들이 있어 순수한 천두식 구조 체계가 아닌 것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c.  화림사 대전 d.  진국사 만불전 

c

a.  남선사 대전 b.  불광사 동대전

a b

d

【 그림 4 】  당·오대 건축 종단면도

탁각이 보의

측면을 받침

탁각이 보의 단면 

범의에 있음

탁각이 보의 측면을 받침

도리와 보가 연접해

있지 않음
탁각이 없음

도리와 보가 연접해 있지 않음

탁각이 보의 측면을 받침

탁각이 없음
탁각이 도리를 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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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요대 건축(10세기말~12세기 초: 독락사 산문, 

독락사 관음각, 봉국사 대전, 각원사 문수전, 화

엄사 박가교장전, 화엄사 해회전, 개선사 대전, 

선화사 대웅보전, 광제사 삼대사전)

요대 건축에서 대부분의 건물은 차수가 종도리 하부에 

있는 반간을 받치는 모습이고, 화엄사 박가교장전(1038년)

은 차수가 종도리를 직접 받쳐 동시대 다른 건물과 다른 모

습을 보이고 있다.21 화엄사 해회전, 각원사 문수전, 개선

사 대전, 선화사 대웅보전에서 종도리 하부에 정화말해공

(丁華抹頦栱)이 출현하고 있으며, 독락사 산문, 독락사 관

음각, 봉국사 대전에서는 이 부재가 보이지 않는다. 탁각의 

a.  독락사 산문

【 그림 5 】  요대 건축 종단면도

a

a.  화엄사 박가교장전

b

경우는 중도리를 받치는 경우와 측면에서 탁각과 보, 그리

고 도리가 한 점에서 결합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이 경우

는 보의 뺄목이 탁각의 경사도에 맞추어져 도리, 보, 탁각이 

결합되는 형태이다. 또한 같은 건물에서도 각각의 도리에서 

다양한 모습으로 결합되고 있으며, 중도리 부분에서 탁각이 

없는 경우도 있다. 또한 대동 선화사 대웅전(1060년)의 경우 

탁각의 모습이 아니라 도리의 하부를 감싸는 듯한 모습으로

도 나타난다.

3) 송대 건축(10세기 말~12세기 초)

송대 건축(북송)에서 시대적인 특성을 찾기란 매우 힘들

다. 차수의 경우는 용흥사 마니전과 전륜장전, 평요 자장사 

대웅보전 등을 비롯하여 소수의 건물들이 이에 속한다. 북

송대의 가장 빠른 건물로 알려진 숭명사 중불전(崇明寺 中

佛殿, 북송 971년: 3×2 평면)부터 시작하여 산서지방에 있

는 대다수의 3×3 평면을 가지는 건물들이 종도리 하부의 첨

차형 부재를 받치고 있으며 탁각의 경우도 보를 받치고 있

거나 부재 자체가 없는 경우가 많아 요대건축의 차수와 탁

각의 결합 방식과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 요나라와 북송은 

비슷한 시기(10세기~12세기)에 중국 북쪽지역을 차지한 나

라들이지만 송대 건축이 당·오대 건축을 계승하고 있는 모

습을 볼 수 있다. 요대 건축과 송대 건축의 차이점에 대한 

이유에 대해선 불분명하다. 다만, 중국 북쪽지역의 두 나라

에서 다른 모습이 보인다는 점에서 건물을 영조하는 기법

에 대한 차이점을 얘기할 수 있다. 탁각의 경우는 용흥사 마

니전(어칸 외에 차칸에서는 탁각이 없다)과 진사 성모전에

서 중도리를 직접 받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나 평량 하부에

서는 모두 보를 받치고 있으며, 탁각이 없는 부분도 있다. 

게다가 산서지방 3×3 평면의 대다수 건물에서 탁각이 직

21  화엄사 박가교장전(1038년, 요대)의 평기(平棋, 천정) 위 내부 가구에 대한 분석은 2013년 8월, 「大同華嚴寺薄伽教藏殿樑架結構分析」 『2013寧波保國寺大殿建成1000

年紀念研究大輪會』, 白志宇, p.101)에서 처음으로 다루어졌다. 박가교장전의 평기(平棋, 천정) 이상의 내부 가구는 1988년~1989년 수리 시에 실측한 부분으로 白志宇의 

논문에서 상부 가구의 종단면도와 횡단면도가 처음 공개되었다. 천정 이상의 부분이 처음 공개되어 차수 밑 탁각의 모습이 확인되었으며, 차수의 경우 종도리를 직접 받

친 모습으로 송대 용흥사 마니전(1052년)보다 앞선 시기로 보인다.

탁각, 보, 도리가

한 곳에서  접점되어 

결구

탁각, 보, 도리가

한 곳에서  접점되어 

결구

차수가 직접

도리를 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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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 (중)도리를 받치는 경우는 많지 않고, 모두 보의 하단이

나 측면을 받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이런 결과를 볼 때 송

대는 차수와 탁각의 결합 방식에서 요대건축과 다른 모습을 

보이며, 탁각의 경우 산서 지방의 3×3 건축에서는 아직까지 

중도리를 직접 받치는 형식이 보편화 되지 못한 것으로 생

각할 수 있다. 

북송 시기의 남쪽지방 건물에서는 장강 이북지역의 건물

들과 비교했을 때 대량식과 천두식(穿斗式) 구조의 차이점에

서 오는 기본적인 구조체계의 다른 점으로 요약할 수 있으

나, 탁각이 중도리 이하에서 도리와 장혀가 보와 직접 연접

되지 않은 모습을 보여 비슷한 형식을 보인다는 것이다. 이

는 당·오대 건축의 형식과 같지만 탁각이 없는 것은 다른 

모습을 보인다. 

남송 시기의 건축은 대량식과 천두식 구조의 차이점이 명

확히 나타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종도리 하부는 종도리

를 완전히 감싸는 부재(운공 형식)을 취하고 있고 탁각이 없

으며 도리가 원형이 아닌 사각 형태로 되어 있는 모습이다. 

천두식 구조는 기둥이 직접 도리와 결합하고 내부와 외부의 

기둥 길이가 같지 않고, 기둥과 기둥 사이를 관(串: 천두식건

축에서 기둥과 기둥 사이를 연결 부재: 꿰다, 연결하다는 뜻

이 있다)으로 연결하여 기둥 간의 거리도 가까워 기둥 없이 

내부를 큰 공간으로 만들 수 없는 특징이 있다.22 

4) 금대 건축(12세기 초~13세기)

금대로 넘어 오면서 대다수의 건물에서 종도리 하부의 차

수가 종도리를 직접 받치지 않는 구조에서 종도리를 직접 받

치는 구조로 바뀌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중도리에서 탁

각이 없는 건물의 수가 많으며, 탁각이 보의 하부를 받치는 

경우(숭복사 미타전, 문수 무측천묘 정전: 1145년, 양곡현 불

22  王辉, 2009, 「從社會因素分析古代江南建築技術對《營造法式》的影響」, 西安建筑科学大学学报 第28卷 第1期, p.52.

c.  청연사 대전 d.  보국사 대전

c

a.  소림사 초조암 대전 b.  용흥사 마니전

a b

d

【 그림 6 】  송대 건축 종단면도

도리와 보가

연접해 있지 않음

탁각이 보의

측면을 받침

탁각이 없고

도리와 보가

연접해 있지 않음

탁각없이 하앙의

끝부리가 연결됨

도리와 보가 연접해

있지 않음

탁각이 보의 

측면을 받침
탁각이 보의 

측면을 지나

도리를 받침
탁각이

도리를 받침탁각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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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정전: 1195년)와 보의 측면을 받치는 경우(태곡 정성사

정전: 1157년), 도리를 직접 받치는 경우가 혼재 되어 있다(강

현 태음사 대웅보전 등). 그리고, 금대 건축에서 탁각의 형태

가 아니라 도리 밑 하부에 도리 받침재를 사용하여 도리의 

좌굴을 방지하는 형태가 보인다(불광사 문수전: 1137년, 대

동 선화사 산문, 대동 선화사 삼성전, 대동 화엄상사 대웅보

전, 숭복사 미타전 등). 또한 어칸과 협칸에서 탁각의 결합 방

식이 다른 경우도 있어 같은 건물에서도 기법 적용의 차이가 

이전 시기보다 심한 것을 볼 수 있다. 금대 건축에서의 특징

은 도리, 장혀(혹은 하부에 반간이 첨가된 경우), 보의 형태에

서 도리가 보의 범주 안에 이동되는 모습을 볼 수 가 있다(불

광사 문수전). 이는 당·오대, 송대, 요대 건축에서는 잘 보이

지 않는 모습이다. 

5) 원대 건축

대표적인 원대 건축인 영락궁(永樂宮) 내의 4동의 건물에

서도 같은 형식을 찾아 보기 힘들다. 영락궁 삼청전(1262년), 

a.  불광사 문수전 

【 그림 7 】  금대 건축 종단면도

a

b.  숭복사 미타전 

b

a.  북악묘 덕영지전 

【 그림 8 】  원대 건축 종단면도

a

b.  영락궁 삼청전 

b

c.  연복사 정전

c

순양전(1262년), 중양전(1262년), 무극문(1262년)에서 종도

리 이하 차수가 종도리를 직접 받치지 않는 경우는 삼청전

뿐이고 다른 건물들은 모두 차수가 종도리를 직접 받치고 있

다. 또한 탁각의 경우도 직접 도리를 받치는 경우는 순양전

과 무극문의 하중도리뿐이며, 중도리 부분에서 탁각이 없는 

경우는 중양전에서 볼 수 있으며, 삼청전의 경우는 모든 탁

각들이 보의 하부를 받치고 있다. 이렇듯 같은 영락궁 안의 

도리와 보가

연접해 있음

도리와 보가

연접해 있음

탁각이 보의

하부를 받침 탁각이 보의

측면을 받침

탁각의 단면이 작고

보의 하부를 받침

탁각 없음

도리가 보의 단면

안에 속해 있음

도리와 보가 연접해

있지 않음

탁각이 직접 

도리를 받침

탁각이 

없음
도리 받침재

있음

도리 받침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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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대 건축에서도 동일한 수법과 형식을 찾을 수 없다. 곡양 

북악묘 덕영지전(1270년)의 경우 차수가 직접 종도리를 받

치는 모습이고 대다수의 탁각들이 보의 측면을 받치고 있다. 

장강 이남의 건축인 절강 무의 연복사 정전（1317년）, 상해 진

여사 정전（1320년）, 금화 천영사 대전（1318년）에서는 탁각

의 모습을 볼 수가 없으며, 금화 천영사 대전（1318년）에서는 

차수가 직접 종도리를 받치고 있다. 일반적으로 원대 건축의 

내부 가구 구조는 금대 건축의 연속성에 있다고 알려져 있지

만 진일보한 구조인 대액식(大額式)과 사복(斜栿)23 등이 있

으며, 도리와 측면 기둥이 일직선 상에 위치하지 않는 경우

도 많아 내부 목구조가 이전 시기와 비교해 볼 때 크게 변화

한 시대로 볼 수 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도리, 장혀, 보

의 결합 구조에서 도리가 보의 범주 안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며, 이는 금대 건축보다 그 비율이 높은 것으로 

볼 수 있다. 

6) 명·청대 건축

중국 명·청대 관식건축(궁궐 건축)에서는 종도리 이하 

차수가 존재하는 경우는 없으며, 탁각의 경우도 관식건축에

서 실예가 있는 경우는 아직까지 없다. 명청대 관식건축에서 

가장 이른 시기인 명 장릉 보은전(1427년)과 명대 북경 사찰

건축인 지화사 만불각（1443년）도 모두 차수와 탁각의 모습

은 보이지 않는다. 종도리 하부에서 종도리를 받치는 차수가 

없어지면서 종도리 상부에 부척목(扶脊木)이 새롭게 나타나

고 있다. 이 부재는 단면이 육각형의 형태를 지니며, 좌우에

서 서까래를 끼어 넣는 것으로 명·청대 관식건축의 특징인 

부재이다. 종도리 아래 대공의 형태는 직사각형의 형태로 대

공의 끝머리가 종도리를 감싸는 모양이다. 이런 모양도 종도

리의 좌굴 방지에 효과가 있는 형태이다. 탁각이 없어지는 대

23  中国科学院自然科学史研究所 主编, 2000, 『中国古代建筑技术史』, 科学出版社, p.121.

24  중국 명·청대 관식건축에서 도리 밑에 장혀가 있는 경우가 매우 드물다. 도리+ 점+방(檩+垫+枋)의 구조로 바뀌면서 도리와 방(뜬장혀) 사이에 끼인 부재가 출현하고 있

다. 즉, 도리가 더 이상 장혀와 유사한 부재로 하부를 고정 시키지 않아도 보와 직접적으로 접촉되어 결구되기 때문에 안정적인 상태로 유지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중

국에서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없는 실정이다. 

25  고려시대 건축으로는 봉정사 극락전, 부석사 무량수전, 수덕사 대웅전, 부석사 조사당, 은해사 거조암 영산전, 성불사 극락전, 성불사 응진전, 심원사 보광전, 강릉 객사문 

등으로 볼 수 있다. 그 중 심원사 보광전만이 다포계 건축이다.

신 도리, 장혀, 보의 결합 구조가 도리+점+방(檁+墊+枋)의 형

식으로 바뀌면서24 도리가 보의 범주 안에 속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명·청대에 이르러 종도리 이하 각각의 도리는 보의 

범주 안에 들어가 명·청대 이전의 건축과 결합 방식에서 차

이가 두드러지며 보의 단면적이 커진 것을 알 수 있다.

2. 한국건축 도리 밑 결합 방식

1) 고려시대 건축

고려시대 건축은 그 수가 많지 않다.25 부석사 무량수전에

서 소슬대공의 모습이고, 대부분의 건축에서 소슬합장의 모

습을 보인다. 부석사 무량수전의 소슬대공은 종도리 아래의  

뜬장혀만 받치는 듯 하지만 단장혀 아래에 있는 소로의 좌

a.  명 장릉 보은전 

【 그림 9 】  명·청대 건축 종단면도

a

b. 북경 선농단 태수묘 

b

도리 + 墊 + 枋의 구성

도리가 보의

단면에 속해 있음

도리가 보의 단면

안에 속해 있음

탁각이 없음

부척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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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을 방지하는 기능을 가지는 동시에 종도리 아래의 운공도 

종도리의 좌굴과 이탈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

다.26 봉정사 극락전과 그 외의 건축에서는 모두 소슬합장의 

모습을 보여 고려시대 건축에서는 소슬합장이 우세하게 나

타난다. 이러한 모습은 상부의 하중 부담 역할 보다는 종도

리의 좌굴과 이탈을 방지하는 역할에 중점을 둔 것으로 생각

된다. 봉정사 극락전의 반 ‘ㅅ’자형 소슬재의 경우 도리 하부

를 받쳐 이 역시 도리 좌굴에 효과적으로 대응 할 수 있는 모

습이다.27 수덕사 대웅전과 강릉 임영관 삼문 등에서 보이는 

홍예초방의 경우 반 ‘ㅅ’자형 소슬재의 변형으로 볼 수 있으

며, 중도리 간의 연결을 통해 가구의 안전성을 추구하는 동

시에 도리를 감싸는 모습을 볼 때 도리의 좌굴 방지 역할도 

함께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조선시대 건축

조선초기 건축과 조선중·후기 건축에서 다른 점을 볼 수 

있다. 소슬합장의 경우 조선초기까지 사찰건축에서 유지되

고 있다가(무위사 극락전, 개심사 대웅전 등) 조선중·후기

에는 볼 수 없는 부재이다. 대공도 조선중·후기 이후 판대공

으로 형태가 변화되지만 판대공 역시 종도리를 감싸는 형태

를 유지하고 있어 종도리의 좌굴을 방지하는 기능을 여전히 

보인다는 것이다. 즉, 시대가 변하지만 부재의 기능은 변화지 

않고 형태가 변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판대공은 가로 방향으

로 여러 겹을 쌓아 올려 모양을 만들어서 큰 부재를 쓰지 않

고도 대공을 구성할 수 있어 구조적인 관점을 벗어나 재료 수

급의 용이점과 조선시대 이후 조형방식의 변화도 생각할 수 

있다. 종량과 결합하는 도리(상중도리 혹은 중도리)는 조선

초기(개심사 대웅전, 무위사 극락전, 봉정사 대웅전 등) 사찰 

건축과 조선중·후기 사찰 건축에서는 모두 도리가 보의 겉

표면에 연접하지 않고 보의 내부 범위에 속하여 도리의 좌굴

을 방지하는 기능이 같다. 궁궐 건축에 속하는 숭례문도 상중

도리 하부가 보와 연접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서울 문묘 대

성전(1602년)의 종량과 상중도리의 결합 부분에 도리 받침재

를 쓰고 있어 조선 중기 궁궐 건축에서 오히려 고려시대 사찰 

건축의 특징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조선초기(중기 포

함) 사찰 건축에도 잘 보이지 않는 것으로 조선중기 이전 궁

궐건축에도 도리 받침재가 쓰였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26  중국에서 종도리 아래 받침재는 중국 산서지방의 당·오대 및 송대에서는 볼 수 없으며, 중국 절강, 복건 지방에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 지역에서도 부석사 무량수전과 

같이 도리 받침재와 소슬대공을 같이 쓴 건축은 찾기 힘들다.

27  중국 당·오대, 송대 건축에서 탁각이 도리를 직접 받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오히려 탁각이 중량이나 종량의 측면이나 하부를 받치는 경우가 많아 한국 고건축에서 도리

를 고정시키는 방식과 구조적인 세부 기법에서 차이가 있다. 

a.  봉정사 극락전

【 그림 10 】  고려시대 건축 종단면도

b.  부석사 무량수전 

ba

도리가 보와 연접

해있지 않음

도리 받침재 있음

반소슬재 있음(탁각)

탁각 없음

도리 받침재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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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1 】  한중 목조건축 도리와 보의 결구(結構) 변천 흐름도 (한중 연표는 한양대 동아시아 연구소 韓·中·日 삼국 역사연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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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송 『영조법식』 거절(擧折)과 청 『공정주법』
   거가(擧架)의 도리 수직 위치 차이점

송 『영조법식』 거절(擧折)과 청 『공정주법』 거가(擧架)는 

도리의 수직과 수평 위치를 결정하는 방법을 설명하고 있다. 

두 권의 법식서는 시대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어 단순히 비교

하는 것은 연구에 많은 제약이 따르나 같은 규모를 가진 건

물을 영조했을 때 거절과 거가를 적용하여 도리를 배치하면 

도리의 수직 위치의 차이점을 볼 수 있다. 수평 위치부분은 

송 『영조법식』과 청 『공정주법』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도리

를 균등하게 배치한 다음 적용시키고 있다.28 <그림 13>의 

c.  서울 문묘 대성전 d.  불회사 대웅전 

a.  숭례문 상층 b.  무위사 극락전 

【 그림 12 】  조선시대 건물 종단면도

중국건축의 도리 수직 위치 
변화와 결구 수법의 관계 

28  宋 『營造法式』 거절(擧折)에 따르면 도리를 기본적으로 균등하게 배치하나 장인의 수법에 따라 적절하게 따른다라고 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많은 수의 송대 건물에서 종

도리 이하 도리 간의 거리가 균등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또한 淸 『工程做法』 거가(擧架)에도 도리는 균등하게 배열된 것으로 나타나 있으나 명·청대 관식건축 중 도리

가 균등하게 배열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도리 간의 거리를 반드시 등분포로 배열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 그림 13 】  거절과 거가의 도리 수직 높이 비교 
               (李允鉌, 2005,『華夏意匠』, 天津大学出版社)

(청식 지붕곡선)

(송식 지붕곡선)

청식건축 도리

송식건축 도리

a

도리와 보가

연접되어 있음

반소슬재 없음

b

도리와 보가

연접되어 있음

소슬합장 있음

반소슬재 없음

c

도리 받침재 있음

도리와 보가

연접되어 있음

d

도리와 보가

연접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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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절과 거가를 비교한 그림에서 거절을 사용한 건축보다 거

가를 사용한 건물이 도리의 수직 위치가 높다. 도리의 수직 

위치가 높아지면 상부의 종도리와 주심도리(혹은 외목도리)

의 연결점을 이어주는 삼각형의 양변 선의 각도(이 양변선에 

중도리가 접해서 위치하게 된다)가 커지게 되어 중도리 부분

에서(상중도리, 하중도리 포함) 지붕의 하중이 더 실리는 불

리함이 있다. 그렇지만 청 『공정주법』에서 거가를 적용 시키

기 위해서 보의 단면적과 도리와 보의 결구 수법을 보다 단

단하게 하여(명·청대 이전에 도리+장혀+보의 구조에서 도

리가 보의 상부면과 떨어진 것을 알 수 있다) 도리를 좀더 높

게 구성할 수 있다. 도리를 높게 구성하면 건물의 지붕부가 

커지고 건물의 상징성 및 권위성을 높일 수 있는 결과를 만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명·청대에는 도리의 좌굴 방지를 

구조적인 면에서 내부 가구의 부재 단면의 크기 증대와 도리

와 보의 결속력을 좀더 단단하게 하여 도리가 좌굴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술이 송 『영조법식』에 나온 모습 및 명·청대 이

전 건축보다 발전된 것이다. 그에 따라 팔작 지붕의 경우, 측

면 합각부분을 거대하게 만들 수 있고 우진각 지붕의 경우 

지붕부를 좀더 높고 크게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발전이 이루

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술적인 발전은 명·청대

에 갑자기 이루어 진 것이 아니라 송대 이후 금대와 원대의 

건축에서 도리와 보의 접합 부분이 점점 연접되어 가는 과도

기적인 과정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과도기적인 시기

를 지나 명·청대에 이르러 보와 도리의 접합 구조가 정착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청 『공정주법』의 거가는 도리의 좌굴 

방지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기술적인 발전 이후에 지붕부를 

크게 하는 단계로 진일보한 것이다. 명·청대 이후 관식건축

에서 지붕부가 크고 웅장한 것은 황실의 권위를 알리기 위한 

정치적인 목적과 상징성으로 건물을 짓는 기술적인 발전이 뒷

받침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2.  공포구조에서 가구(架構) 구조로의 전환점과
    보(梁)의 단면 변화와 도리 수직 위치 관계

양사성(梁思成)은 『청식영조측례(淸式營造側例)』를 통해 

공포(斗栱)의 크기와 기둥 높이 변화를 예로 제시하며, 가구 

구조 변화 등을 설명하고 있다. 특히, 양가(梁架)의 용재 비

례를 통해 송대와 청대의 특징을 설명하면서 근대 이후 현대

에 사용 중인 나무로 된 보의 단면비가 1/2 혹은 2/3인 것을 

예로 들어 송 『영조법식』에 나온 보의 단면적이 2/3의 비례

를 보여 비슷함을 얘기하고 있으며, 청대에 사용된 보의 단

면비가 10 : 8 혹은 12 : 10의 비례가 경제적으로나 역학적으

로 불합리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29 이것은 양(梁)의 단면

적만 봤을 때 부합되는 설명이지만 내부 가구의 전체적인 구

조체계에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명청대 이전 건축

의 거대한 공포 모습에서 명청대 이후 장식성에 치중한 공포

29  梁思成, 2000, 『淸式營造側例』, 淸華大學校出版社, p.12.  

【 그림 14 】  『淸式營造側例』 시대별 공포 유형도 (梁思成, 『淸式營造側例』, 淸華大學校出版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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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중 부담 체계가 완전히 틀린 것을 얘기하지 않고 있으

며 둘째, 도리 밑 하부 부재의 구성과 결구에 대한 변화를 인

식하지 못하여 도리가 좌굴 되는 현상을 설명하지 못하고 있

다. 송 『영조법식』에서는 도리와 보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아 보의 단면적은 도리와 무관하게 결정할 수 있으며 오히

려 보의 끝머리 부분은 첨차의 단면 폭에 맞추어지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또한 거절의 사용으로 지붕부의 높이가 크지 않

음을 알 수 있으며 지붕부에서 기와와 서까래 사이의 부재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없기 때문에 지붕부 하중의 심각성을 알

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다.30 이러한 내부 가구의 모습에서 점

점 도리의 좌굴과 지붕부의 하중의 인식을 감지하여 보의 단

면적이 명·청대에는 이전 시기보다 좀더 굵게 하여 도리가 

보에 연접한 것을 넘어서 보의 내부까지 들어와 결구되는 모

습으로 점점 바뀌게 되었을 것이다.

3.  중국 현존 고건축물과 송 『영조법식』을 통해 본
    시대에 따른 탁각(托脚) 기능에 대한 의문

중국 고건축계에서 탁각은(종도리 제외) 도리를 하부에

서 받쳐 도리를 안정시키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31 그러나 당·오대 건축과 송대 건축, 그리고 요대 건축

에서 탁각의 머리가 지지하는 부재는 각각 다르다32(당·오

대: 보의 하부나 측면 지지, 송대: 도리를 직접 지지하는 건축

이 있으나 송대 건물 중 그 비중이 적음, 요대: 보의 단부를 

탁각이 지지하는 면과 일치시켜 도리와 탁각, 보가 한 곳에

서 접점됨). 당·오대의 경우 탁각은 도리를 받치기 보다는 

전체적인 가구의 안전성을 유지 시키기 위해 보의 측면 및 

하부를 받치는 기능이 있는 부재로 볼 수 있고, 송대의 경우

(분석 대상인 건축물을 분류하면 도리를 직접 받치는 건축물

의 수가 많지 않다)도 도리를 받치는 부재보다 가구의 안전

성을 위한 기능(측면에서 보를 받치는 기능)이 주류를 이루

었다고 볼 수 있거나 생략된 경우가 많아 송 『영조법식』 대목

작 측양도에 나타난 전당(殿堂)과 청당(廳堂)의 그림과도 차

이를 보인다. 요대 건축의 경우 도리와 탁각, 보가 접점을 이

루어 결구를 한 곳에 모아 가구의 안전성과 도리의 좌굴 방

지를 함께 해결하였다는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금대 건축에

서는 탁각이 없어지는 건물들이 생겨났으며, 도리의 좌굴 방

지를 위해 도리받침재를 사용한 건축물이 보이고 있다. 이런 

결과로 볼 때 금대 이후는 탁각이 가구의 안전성(종보[平樑]

나 대들보[四椽栿]의 측면이나 하부에서 지지하는 부재)에 

관여하는 기능이 퇴화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현재 중국건축

에서 맞춤과 이음에 대한 연구의 결과가 미비한 상태에서 금

대건축의 결구 수법이 이전 시기와 다른 점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맞춤과 이음의 발달이 탁각의 퇴화에 직접 혹은 간접

적인 원인인지에 대한 사실 규명은 설명하기 힘들다. 또한 

원대에 이르면 도리가 보의 상부에 접해 있는 경우가 많고 

탁각이 없는 경우도 많으며, 탁각이 직접 도리를 받치는 경

우는 거의 없다. 이후 명·청대에 이르면, 관식건축(궁궐건

축)에서는 더 이상 탁각의 모습을 볼 수 없으며, 북경 사찰 건

축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런 배경에는 보의 단면적이 커지

는 것을 1차적인 원인으로 들 수 있으나 도리와 점, 방(檩+垫

+枋)이 보의 끝단에서 도리가 보의 단면적을 벗어나지 않고 

한 곳에서 결구가 이루어져 맞춤과 이음이 크게 발달한 것을 

부차적인 이유로 생각될 수 있을 것이다.

30  중국 고건축에서는 기와와 서까래 사이에 가설되는 부재들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아직까지 없다. 실제로 명·청대 궁궐건축(官式建築)에서는 한국 고건축에서와 같이 적

심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며, 또한 지붕부 내부 구성물이 지붕곡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확한 조사가 없는 실정이다. 중국의 대표적인 수리관련 서적인 文化部文

物保护科研所 主编, 1983, 『中国古建筑修缮技术』, 中国建筑工业出版社에서도 적심 및 서까래와 기와 사이의 부재에 대한 명확한 내용은 없다.

31  李剑平 编著, 2011, 『中国古建筑名词图解辞典』, 山西科学技术出版, p.95.

32  현재 중국 고건축 全国重点文物保护单位에서（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는 중화인민공화국에서 고정되어 지정된 문물 중 가장 등급이 높은 보호 단위로 국가급 문화재를 지

칭한다） 第1批(1961년 3월 공표)∼第7批(2013년 5월 공표)까지 고건축 분야에서 선정된 명대 이전 건물로 지정된 건물은 407座이다. 특히, 山西省 남부지방인 長治、晉

城、運城、臨汾 4개 지역에 221개의 명대 이전 건축이 집중되어 있으며, 第7批에 지정된 건축들은 실측이 안된 경우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 http://www.sach.gov.cn/

col/col1644/index.html(중국 국가 문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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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우진각지붕 측면과 팔작지붕 측면 합각 
    부근에 쓰인 탁각

고대 목조건축은 칸(間)과 칸(間)을 연결하는 도리(횡단

면)와 내부 구조의 틀을 유지하고 측면 공간을 확보하기 위

한 보가 삼각형 구조를 이루어 종단면상에서 이등변 삼각형

의 구조틀을 이룬다. 이런 구조체가 단면상에서 봤을 때 기

둥 위에서 위치하고 이 구조체를 기둥선 상에서 연결하는 부

재가 도리이다. 그래서 탁각은 종단면상에서 보이는 이등변 

삼각형 구조에서만 볼 수 있는 부재로 인식 되어 왔으나 팔

작 지붕의 합각 하부 부분이나 우진각 지붕 측면 도리 하부

에 이와 유사한 부재들이 있는 건물이 있다. 진국사 만불전

(오대: 963년, 팔작), 봉국사 대웅전(요대: 1020년, 우진각), 광

제사 심대사전(요대: 1025년, 우진각), 각원사 문수전(요대: 

11C초, 팔작), 개선사 대전(요대: 1033년, 우진각), 용흥사 마

니전(북송: 1052년, 팔작), 용흥사 전륜장전(북송: 1052년, 팔

작), 금동사 전각전（북송+원대), 암산사 문수전(원대, 팔작) 

등으로 모두 양 측면에 탁각과 유사한 부재를 구성한 건물들

이다. 팔작지붕의 경우 측면 합각 아래에 위치하여 한국건축

에서의 외기 도리 부분으로 인식될 수 있으나, 북송 이전 건

축 중 대형 팔작 지붕의 경우 외기가 구성 되지 않아 오히려 

부석사 무량수전 측면 합각 구성 및 도리배치와 유사한 모습

을 보인다. 우진각지붕도 팔작지붕과 같이 측면부분에 우진

각지붕을 구성하기 위해 도리를 구성하고 있으며, 이 부분에 

사선 형태의 탁각을 구성하였다. 팔작 지붕인 진국사 만불

전 종단면도의 도리 결구는 탁각이 도리와는 직접 결구되지 

않고 보의 측면을 지지하고 있으며, 횡단면 합각부근의 결구 

부분도 탁각이 도리를 받치지 않고 도리 아래 반간(襻間)을 

받치는 모습을 보인다. 또한 각원사 문수전 종단면에서의 도

리 결구 모습은 도리와 보, 탁각이 한곳에서 결구되고 있으

c.  개화사 대전 d.  용문사 대웅보전 

a.  송 『영조법식』 대목작 전당7포작(大木作 殿堂七鋪作) b.  청 『공정주법』 구름헐산전각대목도식(玖檩歇山轉角大木圖式)

a b

c d

【 그림 15 】  송대 건축 도리와 보의 결합 부분 (c, d: 산서지방 대표적인 3×3 팔작지붕의 송대 건축)

탁각이 직접

도리를 받침

탁각이 없음

탁각이 없음

차수가 직접 종도리를 

받치지 않음
차수가 직접 도리를 

받치지 않음

도리가 보의

단면에 속해 있음

도리 + 墊 + 枋의 

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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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측면 합각 부분도 이에 준하는 모습으로 주심도리와 내

목도리 사이에서 출발하여 내목도리를 뚫고 측면 합각도리

와 유복(퇴량), 탁각이 한 점에서 결구되고 있다. 즉, 종단면

에서 도리와 하부 부재 및 탁각의 결구 방법이 측면 합각 부

근에 위치한 도리 결구에서도 같은 기법을 적용 시킨 것으로 

볼 수 있다. 두 건물 모두 종·횡단면에서 보이는 탁각이 직

접적으로 도리를 받치는 모습은 아니다. 특히, 합각 도리 부

근에 있는 탁각의 경우는 내부 가구의 안정적인 보강재의 성

격이 많은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우진각지붕인 개선사 대

전의 측면 도리의 경우도 종단면에서 보이는 탁각의 결구와 

【 사진 4 】  진국사 만불전 내부측면 【 그림 16 】  진국사 만불전 횡단면도 (刘畅 等著, 2013, 『山西平遥
镇国寺万佛殿与天王殿精细测绘报告』)

【 사진 5 】  각원사 문수전 내부측면 【 그림 17 】  각원사 문수전 횡단면도 (傅熹年 主編，2009, 『中国古
代建筑史 第2卷』)

【 사진 6 】  개선사 대전 내부측면 【 그림 18 】  개선사 대전 횡단면도 (刘智敏, 2004, 「新城开善寺大雄宝
殿修缮原则工程做法」 『文物春秋』 05期)

측면 탁각

유복(퇴랑) 하앙 뒷뿌리

측면 합각

부근 탁각

합각도리 + 반간

유복 (퇴랑)

측면 탁각

측면 탁각

측면 도리 밑 탁각

대량

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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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형식을 보여, 같은 건물에서 종단면과 횡단면에서 도리

만을 직접적으로 받치는 모습이 아닌 기법을 동일하게 적용

시키고 있다.

1. 봉정사 극락전의 반 ‘ㅅ’자형 소슬재와 
    도리 받침재

봉정사 극락전의 경우 반 ‘ㅅ’자형 소슬재와 도리받침재

가 같이 쓰이는 경우이다. 이런 유형은 중국 고건축에서 금

대 숭복사 미타전 등에서 발견되고 있다. 중국 북방 지역(장

강 이북 지역) 건축에서 중도리와 보의 접점 지점에 탁각이 

없는 경우도 있지만(불광사 동대전, 화엄사 해회전 등) 종도

리 이하 모든 중도리(상중도리, 하중도리 포함)에서 탁각이 

완전히 없는 가장 이른 시기의 건물은 불광사 문수전(금대: 

1137년)이며 동시에 하중도리에 도리받침재가 쓰인 경우이

다. 이 건물은 중국 산서성에 위치한 건물로 탁각이 없는 동

시에 도리와 보가 서로 연접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건

물이다. 즉, 도리+장혀+반간(襻間: 혹은 첨차형 부재)+보의 

구조에서 도리가 보에 연접하고 탁각이 없어지면서 도리 받

침재가 도리의 좌굴을 방지하는 부차적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다.33 봉정사 극락전이 탁각과 도리 받침재가 같이 구성

되어 도리의 좌굴 방지와 내부 가구의 전체적인 구조틀을 동

시에 유지시켜 주고, 주심도리에서 뻗어 나온 반 ‘ㅅ’자형 소

슬재를 보면 도리를 직접 받치고 있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봉

정사 극락전의 기록을 살펴보면 건물의 절대 년대를 알 수 

있는 기록은 없지만 내부 가구 구성과 도리와 장혀, 보의 접

합 부분만을 봤을 때 당·오대와 송대 건축보다 요대·금대 

건축과 좀더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는 것이다. 요대 건축의 

대다수 건물들이 도리와 장혀, 보의 접합 부분이 한곳에 집

중되어 결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다만, 요대 건축에서 

도리 받침재가 쓰여진 예는 아직까지 없다. 도리 받침재의 

경우 금대(12~13세기)의 불광사 문수전, 삭주 숭복사 미타전, 

화엄사 산문 등에서 볼 수 있으며, 장강(양쯔강) 이남 지역에

서는 매암 대전(송대 건축) 등이 있다. 그러나, 장강 이남 지

역 송대·원대 건축 중 탁각이 있는 경우가 없어, 탁각과 도

리 받침재가 같이 있는 봉정사 극락전은 중국 장강 이북 지

한국건축의 
도리 수직 위치 변화와 
도리 받침재의 상관 관계 

33  중국 전 지역을 통틀어 종도리를 제외하고 도리 받침재가 출현하는 가장 이른 시기의 건물은 보전 현묘관 삼청전(절강성, 북송, 1015년: 중도리에 도리 받침재 있음)으로 

볼 수 있다. 

【 사진 7 】  불광사 문수전 내부 가구 【 사진 8 】  숭복사 미타전 내부 가구

탁각 없음

탁각 머리가

보머리를 받침

도리 받침재 도리 받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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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건축 특성과 유사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봉정사 

극락전은 반 ‘ㅅ’자형 소슬재가 직접 도리를 받치고 도리 받

침재가 동시에 존재한다. 이것은 반 ‘ㅅ’자형 소슬재가 없어

지고 그 자리를 도리 받침재가 대체하는 과정을 연결시켜 주

는 과도기적 모습을 보인다라고 생각될 수 있다. 이런 수법

은 중국건축에서는 잘 찾아볼 수 없는 조선시대 이전 한국건

축 특성으로 볼 수 있다.

2.  부석사 무량수전의 소슬대공과 
    고려시대 중수(重修)의 관계

한국 초기 주심포 건축의 내부 가구 특징을 규명하는 일

은 쉽지 않다. 게다가 고려시대 건물도 많지 않으며, 그 이전 

시대인 백제나 고신라 및 통일신라의 궁궐과 사찰 건축은 실

존 유구가 없기 때문에 복원하는 일 또한 매우 어려운 일이

다. 부석사 무량수전의 소슬대공은 고려시대 건축 중에서도 

유일한 형태로 중국건축과 비교 해보면 당·오대 건축(10세

기 전후)의 수법과 일맥 상통한다. 11~12세기 요대건축의 소

슬합장은 화엄사 박가교장전(소슬대공 형태)을 제외하고는 

모두 반간(襻间)을 지지하며, 북송시기 건축 역시 첨차형 부

재와 반간(襻间), 그리고 적은 수의 건축에서 종도리를 지지

(소슬대공의 형태)하기 때문에 매우 오래된 고식의 기법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부석사 무량수전의 양

식(樣式)과 시대에 대한 연구로 11세기 중건(重建)의 모습과 

14세기 중수(重修)로 인하여 혼재된 양식을 보인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부석사 무량수전의 소슬대공의 모습은 11세기

의 중건 모습일 가능성이 있다.34 다만, 14세기 중수(重修) 시

의 모습이 내부 가구 어떤 부분에 어떠한 형태로 남아 있는

가 하는 것은 향후 더 연구되어야 할 부분으로 생각된다.

3.  조선중기 이후 지붕 하중을 줄이기 위한
   덧걸이, 덧서까래 사용과 도리 좌굴의 
   상관 관계

종단면이 이등변 삼각형 구조로 되는 목조건축은 지붕부

의 무게가 크면 클수록, 종도리와 주심도리의 위치를 연결

하는 양변의 각도가 커질수록 건물 안전성이 약하게 된다. 

즉, 건물 지붕부와 내부 가구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는 지붕부와 내부 가구를 연결하는 도리의 위치와 도리와 보

의 결구성이 건물의 안전성에 필수적인 요소인 것이다. 그래

서, 지붕부의 무게를 줄이거나 종도리와 주심도리 사이의 높

이 차이를 줄여 주심도리와 종도리 사이의 각도를 좁혀 지붕

부의 무게가 옆으로 기울어져 흘러 내리는 힘을 줄여줘야 한

다. 한국건축에서 고려시대의 도리+장혀+도리 받침재+보의 

구조에서 도리와 보가 서로 연접하지 않아 도리 받침재가 도

리 좌굴을 방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이는 대다수의 고

려시대 건물에서 볼 수 있는 모습이며, 조선시대 이후부터 

도리가 보에 연접하여 도리 좌굴을 방지하는 방식으로 바뀐 

것을 알 수 있다. 즉, 15세기를 전후하여 중국과 한국의 건축

에서 도리가 보와 연접되는 시점은 시기적으로 비슷한 모습

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게다가 한국건축에서는 조선후

기부터 지붕부에 덧걸이나 덧서까래를 사용하여 서까래를 

단단하게 고정하거나 지붕부의 빈 공간을 만들어 지붕의 무

게를 줄여주는 기술이 발달한 것으로 보아 도리 좌굴을 방지

하는 또 하나의 방법을 건물을 짓는 장인들이 고안을 한 것

으로 볼 수 있다. 지붕부는 맨 아래층의 서까래부터 시작하

여 보토층과 적심층 등 여러 층으로 구성되어 지붕에 상당한 

하중을 주어 도리에 무게가 그대로 실리게 된다. 특히, 적심

층은 중국 고건축에서는 볼 수 없는 부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34  김도경, 2014, 「수치분석을 통한 부석사 무량수전의 평면과 단면 특성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ol.30 No.5. 김도경은 부석사 무량수전 종보 이상의 

부분이 동일한 부재의 높이 설정 방식이 깨진 결과로 나와 후대의 변형의 결과로 보인다고 하였다. 그러나, 솟을대공의 모습은 고려시대 건축에서 부석사 무량수전에만 

있고 중국 고건축에서도 宋代 이전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징이기 때문에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차주환, 2014, 「중국 明代 이전 건축과 浮石寺 無量壽殿 轉角部 구조 특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ol.30 No.5. 부석사 무량수전의 귓보 수법은 중

국 고건축과 비교해 볼 때 북방 지역 건축에 쓰인 수법과 유사한 모습을 보이며, 12세기 이후 중국 고건축에서도 잘 쓰이지 않는 기법으로 부석사 무량수전 전각부의 평

면 구성과 귓보 부재는 매우 고식의 형태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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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9 】  불영사 응진전 종단면도 
                 (문화재청, 2013,『울진 불영사 응진전 정밀실측조사보고서』）

【 그림 20 】  안심사 대웅전 종단면도 
               (문화재관리국, 1994,『韓國의 古建』築 16호)

틀어진 모습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와 상반되게 고려시대 수

덕사 대웅전은 중도리 부분에서 단연과 장연의 기울기가 무

위사 극락전보다 서까래의 물매가 급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

다. 같은 중도리 부분에서 장연과 단연이 교차되지만 서까래 

물매에 따라 도리의 좌굴이 심해지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수덕사 대웅전의 경우는 중도리 보다 사각형 형태인 전면 쪽 

하중도리 부분에서 시계방향으로 도리가 틀어진 것 볼 수 있

35  청식(淸式) 명칭으로 종도리에서부터 주심도리까지 뇌연(腦椽)，화가연(花架椽[上花架椽·下花架椽]), 첨연(檐椽) 등으로 불린다. 李剑平 编著, 2011, 『中国古建筑名词图
解辞典』，山西科学技术出版, p.75. 

【 사진 9 】  수덕사 대웅전 측면 하중도리 

적심은 상부에서 지붕부에 속한 부재를 눌러 주는 역할도 있

기 때문에 수리 시에 못 쓰는 부재의 재활용과 재료의 절감

이라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어 지붕부

에서 적정 하중을 계산하는 법이 매우 까다롭고 어려웠던 것

으로 볼 수 있다.

4. 중도리 서까래 교차 부분(단연과 장연)의
    하중 집중 현상과 사각형 도리의 좌굴

한중 목조건축 지붕부는 결구 기법과 부재의 구성 등이 달

라 세부 수법이 다른 경우를 찾을 수 있다. 특히, 서까래를 도

리와 도리 사이를 끊어서 구성하는 중국의 경우35 와 달리 한

국건축에서는 크게 장연과 단연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선초

기 건축인 무위사 극락전은 중도리 부분에서 장연과 단연이 

교차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부분은 도리의 수직 위치가 급

격한 경사를 이루는 부분으로 종도리에서 중도리까지의 하

중이 쏠리는 현상이 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사진 10>은 서

측면 후면쪽의 중도리가 반 시계방향으로 돌아가 단장혀와 

덧서까래

빈공간

(하중 감소 효과)
내부공간 확보

(하중 감소 효과)

도리가 단장혀와

틀어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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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 부분이 지속적인 하중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한국 초기건축 중에서(봉정사 극락전, 수덕사 대웅전 

등) 도리(하중도리)를 사각형으로 구성한 경우가 간혹 있지

만 도리와 하부 부재를 결구하여 좀더 단단한 결속력을 유지

하고 도리 좌굴에 대해 효과적인 대응을 하기 위해선 도리의 

형태를 원형으로 구성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36 

한중 목조건축의 도리와 도리 밑 부재의 결합 형태 및 보

와의 상관 관계를 시대적으로 살펴본 결과 동아시아의 목조 

건축의 내부 가구 기술의 발달 흐름의 일부분인 한국과 중국

의 목조건축 도리의 위치와 보와의 결구 기법 변천과 특성을 

유추 할 수 있었으며,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하였다. 

첫째, 시기별로 봤을 때 한국건축과 중국건축(특히, 북방 

건축)에서 도리가 보에 연접하여 결구되는 시기가 15세기 전

후임을 알 수 있다. 중국은 명·청대 이후이며, 한국은 조선

시대 이후부터이다. 다만, 중국건축의 경우는 송대 이후 금

대와 원대에서 도리가 보에 연접해 가는 과도기적 모습을 보

이고 있으며, 한국건축의 경우 도리받침재가 있던 시기에서 

도리받침재가 없어지면서 도리가 보에 연접되는 구조로 바

뀌는 것을 알 수 있다. 도리와 보를 결구하는 기법에서 서로 

다른 기술을 적용해 도리와 보를 안정적으로 결구하려는 것

은 같지만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한국과 중국건축의 도

리와 보의 결구 방법은 이른 시기(고려시대 이전)인 초기 목

조건축에서부터 달랐을 것이라 생각된다. 

둘째, 중국 목조건축의 경우 탁각이 도리를 받쳐 도리 좌

굴을 방지하는 기능보다 오히려 내부 가구의 안전성에 더 큰 

관련이 있는 부재임을 추측할 수 있다. 특히 당·오대 건축

의 경우 탁각이 도리를 받치는 예가 거의 없고 요대 건축은 

도리와 탁각, 보가 한 점에서 만나 일체화시켜 결구 되고 있

다. 송대 건축의 경우도 도리를 직접 받치는 경우가 많지 않

고 탁각의 머리 부분이 도리를 받치는 기능은 당·오대와 송

대 건축보다 요대 건축에서 처음 나타나기 때문에 송 『영조

법식』의 측양도에 나타난 탁각의 모습과 설명이 요대 건축

에 나타난 도리와 탁각, 보의 결구 모습과 어떠한 상관관계

가 있는지 향후 이 부분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셋째, 중국건축에서 탁각이 종단면 상에서만 있는 부재가 

아니라 횡단면에서도 존재하는 부재였음을 알 수 있다. 우진

각지붕의 측면 도리 부분이나 팔작지붕의 측면 합각을 형성하

는 이 부재는 종단면상에서 보이는 탁각의 결구와 같은 수법

을 보이고 있으며, 오대 건축(진국사 만불전)과 요대 건축(각

원사 문수전)에서처럼 직접적으로 도리를 받치는 모습을 볼 

수 없어 내부 가구의 안전성을 위한 부재라 추측할 수 있다.

【 사진 10 】  무위사 극락전 측면 중도리

36  공포가 없는, 즉 포를 사용하지 않는 구조에서 주심도리(혹은 외목도리) 부분은 소슬재가 적용되지 않아 도리와 보의 접촉 여부는 의문이 남는다. 다만, 漢代 家形土器나 

하북성 정흥현 北齊時代(562년) 의자혜석주（義慈惠石柱, 포가 없는 구조）에서는 도리와 보의 접합 구분이 모호하며, 중국 맥적산 제4굴(북주시기: 6세기) 회랑의 서쪽 기

둥 위의 구조가 주두+보머리+창방+소로(일두삼승)+장혀+도리+서까래로 되어 있다(天水麥積山石窟藝術研究所編著, 1998, 『中國石窟·天水麥積山石窟』, p.208). 또한, 

한국(부석사 무량수전 등)과 중국(당·오대)의 초기 건축에서 외목도리나 주심도리가 보와 직접 결구하기 보단 보의 상부에서 결구되기 때문에 향후 한중 초기 목조건축

에서 포가 없는 구조의 보와 도리의 연구는 여전히 남아있다.  

도리가 단장혀와

틀어진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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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째, 한국건축과 중국건축에서 도리 좌굴에 대한 방지법

으로 도리 받침재가 사용되고 있지만 한국에서는 소슬재보

다 도리의 밑 운공(혹은 승두)이 탁각을 대체하는 구조로 발

달하였던 것이다. 당·오대 및 송대 건축 탁각의 기능을 보

아 도리 좌굴 개념을 이해했던 것이 오히려 한국 목조건축

을 영조하는 장인들이 일찍부터 인지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

이다. 목조건축 가구 발달사에서 보면 15세기 이전의 한국과 

중국의 건축 장인들의 기술 적용 방식의 차이점이 15세기를 

전후로 같은 방식으로 발전되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이다. 또

한 문헌상에서 기술적인 교류에 대한 기록이 아직까지 명확

하지 않고 고려시대에 도리 받침재가 유행하고 봉정사 극락

전에서 반 ‘ㅅ’자형 소슬재(머리 부분이 도리를 받침)와 도림 

받침재가 같이 공존한 것은 중국건축과 기법상의 차이가 있

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한국건축의 

도리와 보의 결구기법이 독자적인 방법으로 발전되어 고려

시대 건축에 유행하여 조선시대까지 이어져 온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 

고려시대 이전 현존 건축이 없어 한국건축의 전반적인 목

조구조의 흐름을 알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주변국(중국, 일본 

등)의 목조건축 구조체계를 이해하고 참고해야 백제의 사찰

이나 왕궁, 고신라나 통일신라시대의 건축을 복원하는 일이 

가능할 것이다. 향후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동아시

아 목조건축 가구 체계를 규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더

불어 일본건축의 목조 가구 특성과 한중일 목조건축 내부 가

구 비교 연구는 향후 진행되어야 할 연구로 여전히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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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parative Study on the Transition of Purlin 
Coupling Method of Korean and Chinese Ancient 
Wooden Constructions

Cha Ju-hwan
Mokwon University

This study was to understand the basic principles of the East Asian wooden structure system 

research and analysis. The Korea and China ancient architecture internal structure research that the 

combination of girders and crossbeams position. The ancient wooden structures of eastern Asian 

countries, Korea and China are not much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the principles of the wooden 

architecture structure, combining pillars, purlins and crossbeams. However, it seems that age-

division, local-division, national-division differs in detail techniques. China ancient wooden structures 

combination of purlin and crossbeam, and So-seul Timber(Chinese name: Chashou叉手, Tuojiao 

托脚) seems to show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age of the fulcrum position, detailed approach is also 

different according to various historical dynasty. Before in the 15th century, Purlin and Crossbeam are 

coupled to each other, but since the 15th century, seems to have developed a technique combined 

with each other Girder and Crossbeam and to prevent buckling of the Crossbeam cross-sectional area 

increased dramatically. 

For Tuojiao in China Tang-Wudai dynasty(A.D. 618~979), can see that saw the top position Girder 

and Tuojiao no direct coupling, can be seen as maintaining the safety of the material than the material 

of the inner wooden structures prevent buckling of the purlin. 

Korea ancient wooden structures of Goryeo dynasty(A.D. 918~1391), So-seul Timber(Chinese name 

Tuojiao) why do not to use the fashion? To use Purlin Lower backing material techniques to prevent 

buckling is a popular trend to stable can be thought of as a preferred way to maintain. I think that with 

universality beyond the local-division, national-division and the two countries since the 15th century of 

Korea and China ancient wooden structures detailed mechanism for the purlin buckling. In middle-late 

Chosen dynasty, The effect of Deotgeolyi- techniques and fleeting beams reduce the purlin buckling 

that reduces the load transmitted from purlin and crossbeam of how to reduce the load on the roof 

portion of the architecture fleeting beams used, which of craftsmanship of the Chosen Dynasty building 

can be referred to as another technique for preventing buckling purlin.

This Korea and China ancient architecture purlin beam structure and material So-seul Timber study. 

Seems to be able to provide a basic research study to restore and designed the old wooden architec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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