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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은 17세기 조선시대 건축양식을 잘 보여주는 건축물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건축에 쓰인 목부

재의 수종을 분석하는 것이며, 연구를 위하여 기둥, 창방, 평방, 추녀, 사래, 활주 총 42개의 시료를 조사하였다. 수종분

석 결과 기둥, 창방, 평방, 활주는 모두 소나무류(경송류)로 식별되었다. 그러나 추녀는 느티나무 또는 은행나무였으며, 

사래는 외래산 소나무류로 확인되어 다른 부재와 차이를 보였다. 이는 지붕부 부재가 다른 부재에 비해 교체율이 높은

것과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사래에 사용된 외래산 소나무류는 근래 보수 시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

ABSTRACT

Daewungbojeon hall of Magoksa temple is a korean traditional wood building well representing Joseon Dynasty 

architecture in the 17th century.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dentify the wood species of 42 wooden elements

collected from Pillar (Gidung), Head-penetrating tie (Changbang), Pyeongbang, Angle rafter (Chunyeo), End-angle rafter 

(Sarae) and Hwalju. According to the microscopical investigation, Pillar, Head-penetrating tie, Pyeongbang and Hwalju

were identified as domestic hard pine species. However, Chunyeo were identified as either Zelkova serrata Makino or

Gingko biloba L. and Sarae as exotic hard pine species. It might be related to the high replace rate of wood elements

for the roof. Especially, exotic hard pine species seem to be replaced in recent years when Daewungbojeon hall was 

repaired.

Keywords : wood identification, exotic hard pines, Korean traditional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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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운암리의 태화산 동쪽 산

허리에 자리 잡은 마곡사는 대한불교 조계종의 제6

교구 본사이다. 사찰의 창건은 640년(선덕여왕 9)에 

당나라에서 귀국한 자장이 선덕여왕에게 하사받은 

전 200결로 절을 창건하기 위한 터를 물색하다가 통

도사, 월정사와 함께 세웠다는 설과 신라의 승려 무

염이 당나라에서 돌아와 세웠다는 두 가지 설이 전

한다. 신라 말부터 고려 초까지 약 200년 동안 폐사

가 된 채 도둑떼의 소굴로 이용되었던 것을 1172년

(명종 2)에 보조국사 지눌이 왕명을 받고 중창하였

다. 그러나 임진왜란 때 대부분 불타 60년 동안 다

시 폐사되었고, 1651년(효종 2)에 각순이 대웅전과 

영산전⋅대적광전 등을 중수하였다(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1995). 영산전은 영취산에서 석가

모니가 묘법연화경을 설법하는 모습(영산회상)을 건

축물에 구현한 전각으로 대부분 석가모니의 후불탱

화로 봉안하며, 마곡사 영산전과 같이 전각으로 표현

된 사례는 드물다(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13). 대적광전은 비로자나불을 본존불로 모신 법

당이다(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1995).

마곡사의 대웅보전은 석가모니불을 중심으로 약사

여래불과 아미타불이 협시되어 있으며, 이는 공간적

으로 과거, 현재, 미래의 삼세를 대표한다. 다포계 양

식의 팔작지붕 중층 건물로 하층은 정면 5칸, 측면 4

칸, 상층은 정면 3칸, 측면 3칸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1). 중층 건물이면서 하층 모서리 칸을 모두 장

방형으로 구성하고, 고주를 생략하여 기둥을 배열한 

결과 상하층의 평면과 기둥 열이 다른 점이 특징적

으로 17세기 조선시대 건축을 연구하는데 중요한 자

료이다. 1984년 보물 제801호로 지정되었다(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12).

선행연구에 따르면 마곡사 목조건축물의 기둥부

재로 이용된 수종은 소나무 51.5%, 느티나무 13.8%, 

Douglas fir 26.0%, Hemlock 3.6%, 기타 5.1%로 나

타났다(Park et al. 2010). 외래수종의 비율이 약 

30%로 높게 나타났는데, 보물로 지정된 영산전과 

대웅보전, 대광보전의 경우 소나무와 느티나무가 사

용되어 다른 건축물에 사용된 기둥 부재와 차이를 

보인다.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은 17세기 조선 중기의 건축

물로 조선 전⋅중기에는 소나무, 참나무, 느티나무 

등이 목조건축물의 부재로 사용되었는데, 특히 소나

무의 사용이 두드러지게 증가한다. 또한 부재별 수종

구성에서도 소나무의 비율이 높은 가운데 참나무와 

느티나무 등의 활엽수가 이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

다(Park and Lee 2007).

본 연구는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의 부재별 수종 

구성에 대한 자료를 마련하여 문화재 수리 시 활용

될 수 있도록 하고자 실시되었다.

Fig. 1. Dewungbojeon Hall of Magok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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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 및 방법

2.1. 공시재료

수종분석에 필요한 시료는 Table 1과 Fig. 2와 같

이 기둥, 창방, 평방, 추녀, 사래, 활주 등에서 총 42

개를 채취하였다. 부후되어 떨어져 나가는 파편 또는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으로부터 최소한의 양을 채취

하여 수종을 분석하였다.

2.2. 방법

채취한 시료는 면도날을 이용한 핸드섹션으로 절

단하여 삼단면을 제작하였다. 슬라이드글라스 위에 

삼단면의 박편을 올려놓고, 글리세린 50% 수용액을 

떨어뜨렸다.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커버글

라스로 덮은 후 프레파라트를 완성하였다. 제작된 프

레파라트는 광학현미경(ECLIPES LV100, Nikon, 

Japan)으로 조직을 미시적으로 관찰하여 수종을 식

별할 수 있는 특징을 찾아 사진을 촬영하였다. 수종

식별은 ‘목재조직과 식별(Park et al. 1987)’, ‘한국산 

목재의 구조(Lee 1994)’, ‘한국산 목재의 성질과 용

도Ⅱ(Lee 1997)’를 참조하였다.

3. 결  과

3.1. 수종 식별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의 목부재 시료 42개에 대한 

수종분석 결과 소나무류(경송류) 37개, 외래산 소나

무류 2개, 느티나무 2개, 은행나무 1개 등 모두 4수

종이 식별되었다. 각 수종에 대한 목재 조직학적 특

징과 식별근거는 다음과 같다.

3.1.1. 소나무과(Pinaceae) 소나무속(Pinus)

-소나무류(Hard pines)

침엽수재로 조재와 만재의 이행이 급하고, 수직수

지구(longitudinal resin canal)를 횡단면에서 관찰할 

수 있다(Fig. 3(a)). 접선단면의 방사조직은 단열방사

조직과 수평수지구를 갖는 방추형방사조직(fusiform 

ray)으로 구성되어 있다(Fig. 3(b)). 방사단면에서 방

사조직은 방사가도관과 방사유세포로 이루어져 있

고, 가도관벽의 유연벽공은 1열, 직교분야벽공은 창

상형(window like pit)이다. 방사가도관에서 거치상비

후(dentate thickening)가 관찰되는 것은 소나무류의 

가장 큰 특징이다(Fig. 3(c)). 우리나라의 경송류는 

소나무와 곰솔 등이 있으나 해부학적으로 구분이 어

려워 소나무류로 식별하였다. 

Floor Sample Label Number

1st 

floor

Pillar (Gidung) 26

Head-penetrating tie (Changbang) 1

Pyeongbang 1

Angle rafter (Chunyeo) 2

End-angle rafter (Sarae) 2

Subtotal 32

2nd

floor

Pillar (Gidung) 4

Angle rafter (Chunyeo) 2

End-angle rafter (Sarae) 2

Hwalju 2

Subtotal 10

Total 42

Table 1. Number of samples for species identification of the Magoksa Te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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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st floor

2nd floor

Fig. 2. Sample positions for wood species identification of the Magoksa Temple (Nouvelle vie a&c.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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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소나무과(Pinaceae) 소나무속(Pinus) 

-외래산 소나무류(Exotic hard pines)

조재와 만재의 이행이 완만하고, 수직수지구를 횡

단면에서 관찰할 수 있다(Fig. 4(a)). 접선단면의 방

사조직은 단열방사조직과 수평수지구를 갖는 방추형

방사조직으로 구성되어 있다(Fig. 4(b)). 방사단면에

서 방사조직은 방사가도관과 방사유세포로 있고, 가

도관벽의 유연벽공은 1열이다. 직교분야벽공은 소나

무형(pinoid pit)으로 3∼5개의 벽공이 존재한다. 방

사가도관에서 거치상비후가 관찰되는 것은 소나무류

의 가장 큰 특징이다(Fig. 4(c)). 우리나라에 수입되

는 외래산소나무는 리기다, 방크스, 테에다 소나무 

등이 있으며, 이들은 해부학적 특징이 거의 비슷하여 

식별하기 어렵다. 국산 소나무에서 나타나는 창상벽

공이 나타나지 않고, 소나무형벽공이 관찰되어 외래

산 소나무류로 식별하였다.

3.1.3. 느릅나무과(Ulmaceae) 느티나무속(Zelkova)

-느티나무(Zelkova serrata Makino)

활엽수재로 횡단면에서 연륜경계를 따라 공권의 관

공(pore)이 1∼2열로 배열하는 환공재이다. 공권외는 

다각형의 소관공이 복합하여 형성된 집단관공(pore 

cluster)이 접선방향으로 배열하고 있다(Fig. 5(a)). 

접선단면의 방사조직은 다열방사조직(multiseriate 

(a) Cross section (b) Tangential section (c) Radial section

Fig. 3. Microscopic features of Hard pines (A: longitudinal resin canal, B: fusiform ray, C: dentate thickening, 

D: window like pit). 

(a) Cross section (b) Tangential section (c) Radial section

Fig. 4. Microscopic features of exotic hard pines (A: longitudinal resin canal, B: fusiform ray, C: dentate thick-

ening, D: pinoid p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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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y)으로 구성되어 있다(Fig. 5(b)). 방사단면에서 방사

조직은 이성Ⅲ형(heterogenous Ⅲ)이고 방형세포 내에 

결정이 존재한다. 도관은 단천공(perforation)이고 소

도관에서 나선비후가 관찰(Fig. 5(c))되어 느티나무로 

식별하였다.

3.1.4. 은행나무과(Ginkgoaceae) 은행나무속

(Ginkgo)-은행나무(Ginkgo biloba L.)

침엽수재로 횡단면에서 조재(earlywood)와 만재

(latewood)의 이행이 완만하고 가도관은 원형∼타원

형이며 배열이 부정연하다(Fig. 6(a)). 방사단면에서 

가도관의 유연벽공은 1∼2열이고, 방사조직은 방사

유세포만으로 구성되며, 수평벽은 박벽이고, 분야벽

공은 편백형(cupressoid pit)이다(Fig. 6(c)). 결정을 

내포하고 있는 이형세포(idioblast)가 관찰(Fig. 6(b))

되는 것은 다른 침엽수재와 구별되는 은행나무의 가

장 큰 특징으로 은행나무로 식별하였다.

3.2. 수종 구성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에 쓰인 목부재의 수종을 식

별하기 위하여 기둥, 창방, 평방, 추녀, 사래, 활주 등 

총 42점을 조사하였으며, 기둥별 수종은 Table 2와 

같다. 기둥, 창방, 평방, 활주는 모두 소나무류(경송

류), 추녀는 느티나무 2개, 은행나무 1개, 소나무류 1

개, 사래는 소나무류 2개, 외래산 소나무류 2개로 식

(a) Cross section (b) Tangential section (c) Radial section

Fig. 5. Microscopic features of Zelkova serrata Makino (A: pore cluster, B: pore, C: multiseriate ray, D: perfo-

ration, E: heterogenous Ⅲ). 

(a) Cross section (b) Tangential section (c) Radial section

Fig. 6. Microscopic features of Ginkgo biloba L (A: latewood, B: earlywood, C: idioblast, D: cupressoid p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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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되어 소나무류가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추녀와 사

래의 위치는 Fig. 7에서 보듯이 지붕부 부재에 해당

한다. 추녀는 소나무류와 느티나무, 은행나무, 사래

는 소나무류와 외래산 소나무류가 사용되어 소나무

류 이외의 수종이 사용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고찰 및 결론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 목조건축물의 부재에 대한 

수종을 분석한 결과 총 42점 중 소나무류 37개, 외래

산 소나무류 2개, 느티나무 2개, 은행나무 1개가 식

별되었다.

마곡사 대웅보전의 목부재에 대한 수종분석의 결

과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소나무류는 기둥, 

창방, 평방, 활주 등의 부재에 사용되었다. 소나무는 

상록침엽교목으로 수고 35 m, 직경 1.8 m까지 자란

다. 북부의 고원지대를 제외한 전국의 표고 1,300 m 

이하에 분포하며, 표고 1,000 m 이하의 전국 어디서

나 자라는 적지에 제한을 크게 받지 않는 수종이다. 

극양수로 내한성과 내건성도 강하며 기건비중은 

0.47이고, 압축강도는 430 kg/cm이며, 휨강도가 747 

kg/cm인 일반적으로 강인한 목재이다. 심재의 내부 

및 보존성은 보통이나 수중에서의 보존성은 양호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건축, 토목, 기구 등에 널리 쓰

이는 우리나라의 중요한 양재이다(Lee 1997). 특히 

분석된 대웅보전 기둥 전체에 소나무가 사용되었는

데, 기둥은 수직방향으로 힘을 많이 받는 부재이기 

때문에 무게에 비해 강도가 우수하며, 주변에서 구하

기 쉬운 소나무가 많이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추녀는 지붕 모서리에서 45도 방향으로 걸린 방형

단면 부재로 평고대와 함께 처마곡을 결정하는 지붕

부 목부재이다. 다른 부재에 비해 부재의 교체율이 

높게 나타나는 지붕부 부재의 교체 원인은 부후, 손

상, 이전 공사에서의 문제, 설계 변경으로 인한 교체, 

종속적 교체 등이 있다. 특히, 부후는 지붕부 부재의 

교체 원인에서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기

와와 강회, 산자로 대부분 뒤덮여 공기의 흐름이 막

혀있어 습도조절이 용이하게 되지 않는 부분에서 높

은 비율로 나타난다(Lee 2014). 여기에 이완된 기와

를 통하여 유입된 습기가 보토에 균류와 미생물의 

활동을 촉진하여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Min and 

Jang 2012). 추녀에 사용된 느티나무는 낙엽활엽교목

으로 수고 26 m, 직경 3 m까지 자라며 전국에 분포

한다. 기건비중은 0.69이고, 압축강도는 382 kg/cm²

이며, 휨강도가 959 kg/cm²인 수종으로 심재 부분에

Species
Elements Hard pines

Exotic

hard pines

Zelkova serrata 

Makino

Ginkgo

biloba L.

Pillar (Gidung) 30

Head-penetrating tie (Changbang) 1

Pyeongbang 1

Angle rafter (Chunyeo) 1 2 1

End-angle rafter (Sarae) 2 2

Hwalju 2

Total 37 2 2 1

Table 2. Species of wooden elements used in Daewungbojeon Hall of the Magoksa Temple

Fig. 7. Angle rafter (Chunyeo) and End-angle rafter

(Sar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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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내부 및 보존성이 높고 수습에도 잘 견딘다. 비중

에 비하면 절삭, 가공이 용이한 편이며 곡목에 잘 적

응하여 건축, 기구, 가구 등으로 널리 쓰인다. 그리고 

은행나무는 낙엽교목으로 수고 30 m, 직경 4 m까지 

자라며 표고 500 m 이상의 지역에서 생장한다. 기건

비중은 0.5∼0.6이고, 압축강도는 360 kg/cm²인 내부 

및 보존성, 수습성이 크고 가공이 용이하여 기구, 조

각, 가구, 건축 등에 쓰인다(Lee 1997). 추녀는 지붕 

모서리에서 지붕의 하중을 지탱하는 수평재로 높은 

강도가 요구되며, 부후로 인한 손상이 크기 때문에 

높은 내부후성이 요구된다. 느티나무와 은행나무의 

압축강도는 비슷한 편이지만 느티나무는 휨강도와 

내부후성이 높은 반면 은행나무는 낮은 수종이기 때

문에 향후 보수 시에는 내후성 및 강도가 좋은 부재

로 교체가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문화재 수리 표준시방서는 문화재 수리원칙에서 

원형유지를 가장 먼저 제시하고 있으며, 목공사 시 

사용되는 재료에 관하여 ‘수리에 사용되는 목재는 

기존 부재를 최대한 재사용하되, 부식이 심하거나 손

상되어 재사용이 불가한 것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기존 부재와 동일수종의 신재로 보충하여 사용한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존부재와 동일수종의 

목재수급이 불가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기존의 것과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신재로 보충

하여 사용할 수 있다.’, ‘국내 수급부족 등으로 불가

피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기존 부재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수입 목재를 대체하여 사

용할 수 있다(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2005).’

등의 사항을 바탕으로 외래산 소나무류가 공사 시 

사래의 부재로 사용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목조 

건축부재의 보수⋅교체 시마다 외래산 목재의 사용

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결국 목조건축물에서 

외래산 목재의 비율이 증대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다. 따라서 목조문화재가 가지는 의미와 가치, 원형

유지의 측면에서 외래산 목재의 사용은 신중히 이루

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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