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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당대~금대 목조 건축의 귀포 변천에 관한 연구
- 좌우대의 결구 유형을 중심으로 -

이 연구는 중국의 중세 목조건축을 대상으로 귀포轉角鋪作의 변천을 고찰한 것이다. 연구의 목적은 당대唐代부터 금대金代에 건축된 

목조건축 중 중국정부가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国保)로 지정 보호하고 있는 71동의 건물을 대상으로 귀포의 시기별 변천 양상을 살

펴보고 변화요인을 파악하는데 있다. 이 연구에서는 귀포를 구성하는 좌우대左右隊의 다양한 결구유형에 주목하여 귀포의 변천과 전

개과정을 고찰했다. 이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귀포의 형식 변화는 건축을 주도했던 장인들의 좌우대에 대한 인식 변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초기의 귀포에서는 소첨과 대첨으

로 구성되는 중공조重栱造 구성과 일두삼승一斗三升의 첨차 구성 원칙이 잘 유지되었으나 건축기술의 발달로 귀포의 출목부出目部에 귀

잡이한대(말각공)와 좌우대가 결구되면서 다양한 형식이 나타났다. 초기의 귀포에서 진일보한 과도기형 귀포는 홀수 단에 놓인 좌우

대의 모양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즉 귀한대에 면해 좌우대의 뺄목이 형성되지 않은 ‘무無뺄목형’(요, 북송)을 비롯한 좌우

대의 뺄목이 사두耍頭와 같은 모양인 ‘사두뺄목형’(북송, 금)과 좌우대의 뺄목이 소공두小栱頭와 같은 ‘소공두형’(남송, 금)이 그것이다. 

귀포의 후기형인 정형은 각 출목에 사두가 결구되는 유형으로 비록 요대에 형성되었지만 폭넓게 적용된 시기는 원대이후로 추정된다.

요대遼代에 이르러 건물의 지붕이 대형화되고 처마가 길게 돌출되는 변화가 나타나면서 하중이 집중되는 귀포를 구조적으로 보강

할 필요가 생겼다. 이 시기에 처음 사용된 귀잡이한대는 귀포의 구조 보강을 위해 사용되었지만 이후 귀포의 형식 변화에 큰 영향을 미

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요대遼代에 발달한 공포재인 익형공翼型栱은 귀포를 비롯한 건물의 공포형식이 투심조偸心造에서 계심조計

心造로 변화하는데 큰 영향을 주었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무앙계 건축을 중심으로 귀포의 정형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하지만 동

시기 하앙계 건축에서는 무앙계에 비해 귀포가 ‘사두耍頭뺄목형’에서 ‘소공두형’으로 바뀌는 변화가 서서히 일어났다. 무엇보다 귀포의 

변화에 요대의 건축특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이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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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전통건축의 지붕형식은 추녀마루가 있는 팔작지붕과 

우진각지붕, 추녀마루가 없는 맞배지붕으로 대별할 수 있으

며, 두 형식의 차이는 추녀의 유무와 관련이 있다. 목조건축

이 주류를 이루는 동양 삼국의 목조건축에서 추녀는 각 나

라의 전통적인 지붕곡선을 형성하는 중요한 부재이다. 귀포1

는 귀기둥 위에서 추녀를 포함한 전각부의 하중을 받기 때

문에 일반 주상포보다 귀포에 더 많은 응력이 발생한다. 따

라서 고대 건축 장인들은 구조적 관점에서 주상포보다 귀

포를 더 중요하게 인식하였을 것이다.

목구조를 주된 가구법으로 유지해온 한중일 동양 삼

국의 공포형식은 각각 주심포柱心包에서 다포多包로, 투심조

偸心造에서 계심조計心造2로, 화양和様에서 선종양禪宗樣3으

로 전개된 것으로 보고 있다. 부언하면 공포의 형식은 초기

에는 간결하고 구조적인 부분이 중요시되었지만 점차 장식

적이고 복잡한 형식으로 변화되었는데, 귀포의 구성 또한 

이러한 변화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을 것이다.

남북조시기 이후 석굴에 남아있는 건축도建築圖나 분

묘의 벽화, 그리고 현존하는 유구를 볼 때 당대唐代에는 그

동안 지역적으로 발전해 오던 공포 체계가 통합되어 큰 발전

을 이룩하였음을 알 수 있다. 무엇보다 당대 이후에 조영된 

많은 건물들이 현존하고 있어 건축사학자들은 당시의 공포

형식이나 구성체계를 실증적으로 연구하는 것이 가능하다.

수대와 당대 초기의 귀포에서 귀한대耳限大, 隅限大4의 

구성은 일반 주상포와 큰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하

지만 송대의 건축서인 『영조법식營造法式』(이하 『法式』으로 

표기)에 보이는 귀포의 설명과 도안은 현존하는 당대의 귀

포 사례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귀포가 내포하

고 있는 구조적인 부분과 전각부가 가진 시지각적인 중요성

이 일반 주상포와 달랐으며, 한편으로 귀포를 구성하는 규

범에도 변화가 있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전통건축에서 공포는 구조체계, 의장 및 기능의 통합

체이기 때문에 공포의 구성에서 규범성과 통일성은 일찍부

터 중시되어 왔다. 송대의 『法式』에 기록된 부재의 섬세한 

치목방법은 영건과정에서 부재 간 비례체계와 규범을 매우 

중시했음을 잘 보여준다. 이는 영건과정에서 감독관의 관리

를 용이하게 하려는 의도도 있었겠지만 그보다 건물을 영

건하는 장인들이 전통적으로 준수해왔던 비례체계와 건축

적 규범이 더 크게 반영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배경에서 중국 당대에서 금대

까지 현존 건물을 대상으로 귀포의 변천 과정을 고찰하고

자 한다. 특히 이 시기는 공포 구성이 투심조에서 계심조로 

변화하는 과도기로 출목에 새로 추가된 좌우대左右隊5가 

기존에 형성된 귀포의 결구방식에 수용되어 정착되는 과도

기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귀포

를 구성하는 좌우대의 변화 양상에 주목하여 귀포의 형식 

1   귀포는 중국 송대의 건축용어로 전각포작轉角鋪作에 해당된다. 중국용어인 전각포작이 귀포보다 공포의 의미가 명확하고 범위도 폭넓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하지만 ‘귀포’를 사용하여도 의미 전달에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우리 건축용어인 ‘귀포’를 사용하고자 한다.

2   투심조와 계심조는 『영조법식』에 나오는 용어로, 살미첨차의 출목에 도리방향의 첨차가 배치되지 않은 경우 투심조라 하고, 첨차가 배치되는 경우는 계심조라 

한다.

3   ‘선종양’은 일본에서 불교의 유입과 연관된 양식으로 건축양식과 가람배치를 포함한 포괄적인 개념이다. 선종양의 공포 형식은 주간포를 둔 다포식多包式으로 

볼 수 있으며, 이 공포형식을 특히 힐조詰組(쓰메구미)라고 칭한다. 화양和樣은 이와 대조적인 개념의 공포형식으로 우리나라의 주심포식柱心包式에 해당된다. 

이 공포형식은 소조疎組(아마구미, 소구미)라고 한다.

4   귀한대는 보통 귀기둥 위에서 도리에 45˚로 놓이는 부재로 좌우대와 결구되는데, 이를 간단히 한대限大라고도 한다. 귀한대가 한대보다 더 구체성을 띠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귀한대를 사용하고자 한다.

5   좌우대左右隊는 귀한대의 좌우편에서 귀한대와 결구되는 첨차나 초각재를 뜻하는데, 이것은 좌대左隊와 우대右隊로 세분된다. 각 시기별로 좌우대의 모양이 

달라 건물의 시기를 구분하는 중요한 요소로 활용된다. 대부분 첨차의 형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좌우대첨차’로도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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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대상 건물목록

번호 소재지 명칭
국보

차수

건축년대 공포형식

당 오대 요 북송 금 남송 출목 주상포 주간포 귀포 
좌우대 형식

초기형 과도기형 정형

1 산서 忻州 五台南禅寺大殿 1 782 2 투심 - 투심 •

2 산서 运城 芮城广仁王庙正殿 5 831 2 투심 - 투심 •

3 산서 忻州 五台佛光寺东大殿 1 857 4 투심 투익 투심 •

4 하북 石家庄 河北正定开元寺钟楼 3 898 2 투심 - 투심 •

5 산서 长治 平顺大云院大佛殿 3 940 2 투심 투심 투심 •

6 산서 晋中 平遥镇国寺万佛殿 3 963 4 투심 투심 투심 •

7 하북 石家庄 河北正定文庙大成殿 4 五代 2 투심 - 투심 •

8 산서 长治 长子布村玉皇庙前殿 7 五代 2 투심 - 투심 •

9 복건 福州 福建福州华林寺大殿 2 964 4 투심 투심 투심 •

10 하북 保定 河北涞源阁院寺文殊殿 4 966 2 투익 투익 계심 •

11 산서 晋城 高平崇明寺中佛殿 5 971 4 투심 투심 투심 •

12 하남 济源 河南济源济渎庙寝宫 5 973 2 투심 투심 투심 •

13 하북 天津 蓟县独乐寺观音阁(상층) 1 984 4 투심 투심 투심 •

14 하북 天津 蓟县独乐寺山门 1 984 2 투심 투심 계심 •

15 산서 晋城 高平游仙寺毗卢殿 5 990 2 투심 투심 투심 •

16 절강 宁波 浙江宁波保国寺大殿 1 1013 4 투심 투심 투심 •

17 산서 晋城 高平大周村资圣寺毗卢殿 7 1014 2 계심 - 계심 •

18 산서 长治 长子崇庆寺千佛殿 4 1016 2 투심 - 투심 •

19 요녕 锦州 义县奉国寺大殿 1 1020 4 투심 투심 투심 •

20 산서 运城 万荣稷王庙正殿 5 1023 2 투심 투심 투심 •

21 산서 晋城 陵川南吉祥寺过殿 4 1030 2 투심 투심(사공) 투심 •

22 하북 保定 高碑店开善寺大殿 4 1033 2 계심 계심 계심 •

변화를 유형별로 정리하고, 귀포의 변화 요인이 무엇인지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중국의 당~금대의 건물 중 건축적 완성도

가 높고 시대적 특성이 현저하여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

全国重点文物保护单位(国保)6로 지정된 건물을 대상으로 하였

다. 중국의 국보国保급 건물 중 금대까지의 건물 145동 중 

공포의 형식을 확인할 수 있는 129동을 1차로 선정하고, 이 

중에서 좌우대의 변화가 상대적으로 미미한 외1출목 건물

을 제외한 2출목 이상의 귀포가 있는 71동이 이 연구의 주

된 비교대상이다.7 건축시기별로 보면 당·오대 건물이 8동, 

북송과 요대의 건물 32동, 남송과 금대의 건물이 31동이다. 

대상 건물을 시기적으로 분류하면 <표 1>과 같다.

사례조사를 위해 중국 현지답사를 수차례에 걸쳐 진

행하였지만 지역적인 범위가 넓고, 대상 건물이 많아 전수를 

조사한다는 것은 불가능했으며, 이에 답사를 통한 사진과 관

련자료 외에 보고서, 서적을 수집하여 미약한 부분을 보완

하였지만 중국에서도 아직 많은 건물의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 역시 한계가 있었다. 이같은 한계는 인터넷을 통해 

해결하였다. 최근 인터넷은 국경을 초월한 정보전달매체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그동안 접근하지 못했던 중국의 

전통건축에 대한 정보를 다양한 사진과 함께 여러 연구자에

게 쉽고 빠르게 전달하는 매체가 되고 있다. 특히 이 연구는 

6   전국중점문물보호단위는 중국 국무원이 제정한 문화유산 보호제도 가운데 성급, 현급보다 상위개념인 국가급 문화유산에 대한 명칭이다. 1961년부터 2013

년 7차에 걸쳐서 공포되었다(위키백과). 표와 본문의 내용에 사용되는 건물명은 현재 중국에서 사용하는 간자체简体字를 그대로 사용하였다.

7   중층인 경우는 상층의 공포 형식을 주로 채택하였다. 应县 佛宫寺释迦塔은 다양한 공포 유형이 공존하고 있어 이번 연구의 분석에서는 제외하였다. 다만 공

포에 나타나는 시기적 특성에 대한 사례로는 인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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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소재지 명칭
국보

차수

건축년대 공포형식

당 오대 요 북송 금 남송 출목 주상포 주간포 귀포 
좌우대 형식

초기형 과도기형 정형

23 산서 大同 大同下华严寺薄伽教藏殿 1 1038 2 계심 계심 계심 •

24 하북 石家庄 河北正定隆兴寺摩尼殿 1 1052 2 투심 투심(사공) 투심 •

25 산서 晋城 陵川小会岭二仙庙正殿 5 1063 2 투심 투심(사공) 투심 •

26 산서 晋城 高平开化寺大殿 5 1073 2 계심 - 계심 •

27 산서 长治 长子法兴寺圆觉殿 3 1081 4 투심 - 투심 •

28 산서 晋城 泽州青莲寺释迦殿 3 1089 2 계심 - 계심 •

29 산서 忻州 忻州金洞寺转角殿 6 1093 2 투심 - 투심 •

30 산서 长治 平顺龙门寺大殿 4 1098 2 계심 - 계심 •

31 산서 长治 平顺九天圣母庙圣母殿 5 1101 2 계심 계심 계심 •

32 산서 太原 太原晋祠圣母殿(상층) 1 1102 3 투익 투익 투익 •

33 산서 阳泉 阳泉关王庙大殿 4 1122 2 계심사공 계심 계심 •

34 산서 忻州 定襄关王庙无梁殿 6 1123 2 투심(사공) 투심(사공) 투심 •

35 하남 郑州 河南登封少林寺初祖庵大殿 4 1125 2 계심 계심 계심 •

36 산서 大同 大同善化寺大殿 1 요 2 계심 계심 계심 •

37 산서 晋城 泽州青莲寺藏经阁 3 북송 2 투심 투심 투심 •

38 산서 晋城 陵川北吉祥寺前殿 4 북송 2 계심 - 계심 •

39 산서 长治 平顺佛头寺大殿 6 북송 2 계심 계심(사공) 계심 •

40 산서 运城 芮城城隍庙大殿 5 북송 2 계심 계심 계심 •

41 산서 大同 大同善化寺三圣殿 1 1128 3 계심 계심(사공) 계심 •

42 산동 东营 山东广饶关帝庙大殿 4 1128 2 계심 계심 계심 •

43 산서 晋城 陵川龙岩寺过殿 5 1129 2 계심 계심 계심 •

44 복건 泉州 福建泉州府文庙 5 1137 2 계심 계심 계심 •

45 산서 大同 大同上华严寺大雄宝殿 1 1140 2 계심 계심 계심 •

46 산서 晋城 陵川西溪二仙庙后殿 5 1142 2 계심 계심 계심 •

47 산서 晋城 陵川南神頭二仙庙正殿 6 1142 2 계심 계심(사공) 계심 •

48 산서 朔州 朔州崇福寺弥陀殿 3 1143 4 투익(사공) 투익 투익(사공) •

49 산서 吕梁 文水则天庙圣母殿 4 1145 2 투심 - 투심 •

50 산서 大同 大同善化寺普贤阁 1 1154 2 계심 계심(사공) 계심 •

51 산서 晋城 高平西李门二仙庙中殿 6 1157 2 계심 계심 계심 •

52 산서 晋城 晋城二仙庙正殿 4 1157 2 계심 - 계심(투심) •

53 산서 晋中 平遥文庙大成殿 5 1163 4 투익 - 투익 •

54 산서 太原 太原晋祠献殿 1 1168 2 투익 투익 투익 •

55 산서 晋城 高平中坪二仙宫正殿 6 1172 2 계심 계심 계심 •

56 강소 苏州 江苏苏州玄妙观三清殿 2 1179 4 투심 투심 투심 •

57 산서 临汾 曲沃大悲院献殿 5 1180 2 계심 계심 계심 •

58 산서 晋城 陵川崔府君庙山门 5 1184 2 투심 - 투심 •

59 산동 济宁 山东曲阜孔庙金明昌碑亭 1 1191 3 계심 계심 계심 •

60 산서 吕梁 汾阳太符观大殿 5 1200 2 계심 계심 계심 •

61 산서 长治 武乡会仙观三清殿 5 1229 2 계심 - 계심(사공) •

62 산서 晋城 泽州岱庙天齐殿 5 금대 2 계심 계심 계심 •

63 산서 大同 大同善化寺山门 1 금대 2 계심 계심 계심 •

64 산서 长治 沁县普照寺大殿 6 금대 2 계심 계심사공 계심 •

65 산서 吕梁 石楼兴东垣东岳庙大殿 5 금대 2 투심 - 투심 •

66 산서 忻州 五台延庆寺大佛殿 6 금대 2 투심 투심(사공) 투심 •

67 산서 朔州 朔州崇福寺观音殿 3 금대 2 계심 계심 계심 •

68 산서 忻州 繁峙三圣寺大殿 6 금대 2 계심 계심(사공) 계심 •

69 산서 长治 长子韩坊尧王庙大殿 7 금대 2 계심 - 계심 •

70 산서 长治 长子天王寺中殿 6 금대 2 계심 - 계심 •

71 산서 晋城 阳城开福寺献殿 6 금대 2 계심 계심 계심 •

*투심 - 투심조, 계심 - 계심조, 투익 - 투심조 + 익형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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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포의 외부사진으로도 분석이 가능하기 때문에 인터넷을 

통해 수집한 사진자료가 이번 연구에 큰 도움이 되었다.

귀포는 보통 건물의 네 귀퉁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목

구조 특성상 보수와 중수로 인해 귀포의 형식이 개변된 경

우도 있었다.8 이 연구는 전면의 귀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주된 분석은 주상포와 귀포의 유형적 상관성과 함께 귀포

의 외부 좌우대左右隊가 귀한대와 결구되는 양상, 특히 일

두삼승一斗三升9의 첨차 구성원칙에 주목하였다. 그 결과를 

토대로 귀포의 변천 및 변화 요인에 대해 고찰 한 것이다.

3. 선행연구 고찰

국내에서 중국의 전통건축에 대한 연구는 아직 시작

에 불과하다. 주된 이유로 광범위한 지역과 관련 자료에 대

한 문헌적인 접근이 어려운 현실적 한계를 들 수 있다. 또 

언어 소통의 한계는 건축을 이해하는데 또 다른 제약이 된

다. 중국 건축에 대한 우리나라 학자들의 관심은 오래전부

터 있었다. 하지만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1990년대로 

볼 수 있는데, 이때 중국 건축사에 관한 번역서들이 출간되

고 건축을 전공한 학자에 의해 『영조법식』의 <대목작제도

大木作制度>가 번역·소개되었기 때문이다.10 이와 같은 노력

으로 중국 건축에 대한 학계의 관심은 증폭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중국 건축을 통해 우리 건축의 특성을 찾는 학자

들의 연구는 더욱 심화되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학자들의 

중국 고건축에 관한 연구는 아직 미미한 실정이다.

중국 건축의 공포에 관한 연구는 이승용·김승우의 논

문11과 장헌덕의 논문,12 그리고 차주환의 박사학위 논문13 

이 있다. 이승용·김승우는 공포를 형성하는 부재인 두斗와 

공栱, 앙昻의 변천과정을 통한 각 시기별 건축 특징을 개괄

적으로 고찰하였다. 장헌덕은 송대 『法式』을 전후한 시기의 

하앙을 대상으로 결구기법의 변천과정을 다루었는데, 특히 

앙미와 퇴보 위치의 상관성에 대해 관심을 갖고 고찰하였

다. 그는 주상포를 중심으로 하앙下昻의 변화를 다루었으며, 

귀포는 다루지 않았다. 최근의 연구로 차주환의 논문이 주

목된다. 그는 한국과 중국의 건물을 비교분석하였는데, 부

석사 무량수전의 전각부의 구성방식은 북방지역과 상관성

이 있다고 보았다. 차주환의 논문 이후 국내에 발표된 중국 

건축의 공포관련 논문은 아직 없으며, 중국의 경우도 우리

와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중국 논문집 검색 사이트14에

서 ‘전각포작轉角鋪作(귀포)’으로 검색한 결과 관련 논문은 

거의 보이지 않았다.

국내 건물의 귀포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다포계 건축

의 귀포에 집중되어 있으며, 일부 주심포계 건축의 귀포에 

8   晋城 二仙庙正殿의 경우 1097년에 창건되어 1157년 중수되었다. 전면은 계심조로 이루어져 있지만 측면은 투심조로 되어있으며, 귀포에서는 두 형식이 동

시에 나타나고 있는 사례이다. 이것은 1157년 중수 당시 전면을 계심조로 중수하면서 나타난 결과로 보인다.

9   일두삼승은 ‘일두삼승두과一斗三升斗科’라는 뜻으로 첨차의 하부 중앙에 하나의 두斗(주두 또는 소로)를 두고 첨차의 윗면에 중앙과 양단에 세 개의 소로를 두

는 형식이다. 고대에는 일두이승一斗二升의 형식이 있었지만, 남북조를 거쳐 공포체계가 형성된 당대에는 일두삼승이 첨차의 가장 기본적인 구성방법이 되었

다. ‘일두삼승’이란 용어에 대해 김도경은 김동현이 앞서 사용한 ‘삼두형三斗形’을 제안하였지만(김도경, 2000, 『한국 고대 목조건축의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 

고려대 박론, p.251 참조) 본 연구자는 ‘삼두형三斗形’보다 의미 전달이 쉬운 ‘삼소로첨차’를 제안하고자 한다.

10   도서의 번역은 대만과 중국에서 유학한 한동수에 의해 주로 이루어졌으며, 김도경과 주남철은 건축사지에 『영조법식』의 <대목작제도>에 대한 주해를 연재함

으로써 중국건축에 대한 관심을 고조시켰다.

   양사성 저, 한동수·양호영 공역, 1992, 『도설 중국건축사』, 세진사; 유돈정 저, 정옥근·한동수·양호영 공역, 1995, 『중국 고대건축사』, 세진사; 김도경·주

남철, 9409~9509, 「송 『영조법식』 <대목작제도> 주해(2)」 『건축사』.

11   이승용·김승우, 1988, 「중국목조건축의 두공을 형성하는 부재의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 두의 구조적 기능과 출공의 형태의 변화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

회 학술발표대회 논문집』, 계획계/구조계, Vol.8 No.1.

12   장헌덕, 2011, 「중국 唐·宋 목조건축의 하앙 결구기법 변천 연구」 『건축역사연구』 Vol.20 No.6.

13   차주환, 2013, 『한중 고건축 대목작 중 전각구조와 전각포작 비교연구』, 청화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4   中國知網(http://cnki.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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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논문도 있다. 윤기섭은 가장 먼저 다포계 귀포에 관

심을 가지고 유형별로 분류(가형~마형)하여 각 유형별 특

징을 고찰하였다.15 류성룡은 『영조법식』에 나타난 소공두

와 열공 등 귀포를 구성하는 도양과 우리나라의 다포계 귀

포 부재를 비교·고찰하고 15세기까지 『영조법식』의 구성기

법이 전해져 왔으며, 이후에 귀포를 구성하는 부재들이 일

체화된다고 주장하였다.16 이우종은 의장적 관점에서 귀포

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 특히 유앙과 쇠서의 배열에 주목

하였다. 유앙과 각신은 하앙의 결구를 모방·재현한 것이며, 

임란이후 장식이 화려해지고 의장적 통일성이 요구되면서 

유앙은 의미를 상실하고 사라진 것으로 보았다. 그리고 임

란 이후 다포계의 귀포 변화는 주심포계 귀포 기법이 의장

면에서 습합되면서 나타난 것으로 유추하였다.17 이병춘은 

다포계 건축의 귀포 변천에 대해 첨차와 살미의 관점에서 

접근하였으며, 귀포의 변화는 좌우대가 첨차에서 살미화로 

진행되는 과정으로 보고 여러 단계로 유형화하고, 이를 시

기별로 구분하였다.18 주심포계 귀포에 대한 연구는 먼저 

류성룡의 논문을 들 수 있는데, 그는 3동의 주심포계 건물

의 추녀와 외기, 귀포의 구성 방식이 각각 다름에 주목하

고, 귀포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각기 다른 방법이 적용되

었다고 보았다.19 차주환은 주심포식과 다포식의 귀포에 대

해 주심포식은 중국 북방 지역과 유사한 점이 있다고 보았

으며, 초기 다포식 귀포구조는 소림사 초조암대전의 사례

를 들면서 『영조법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아 류성룡과 같

은 견해를 보였다.20

 Ⅱ.   귀포의 유형분류

보통 건물의 귀포는 귀주두 상의 공포를 말한다. 귀포

는 전각부에 위치하고 있어 건물의 주상포와 같은 방향으

로 돌출되는 귀주상포21 2조와 귀한대로 세분할 수 있으며, 

이들은 서로 복잡하게 결구되어 구조적으로 보완하고 있는 

형태이다(그림 1). 귀포를 구성하는 부재들은 오랜 시기를 

거쳐 변화해 왔으며, 그 과정에 나타나는 좌우대의 변화양

상은 귀포의 시기적인 특성을 잘 보여준다. 이 연구에서는 

귀포의 형식을 좌우대의 구성방식과 관련하여 초기형과 과

도기형, 정형으로 대별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1) 초기형 - 좌우대의 첨차구성방식 유지

귀포의 초기형은 좌우대와 살미첨차가 ‘소첨과 대첨’

으로 구성되는 중공조重栱造22 및 일두삼승의 원칙을 유지

하면서 귀한대와 결구되는 형식이다. 이 같은 귀포의 결구

15   윤기섭, 1994, 『韓國傳統木造建築의 귀포에 關한 硏究』,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6   류성룡, 2006, 「多包건축의 귀포 形式 變遷에 관한 硏究 : 內外 2出目 공포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ol.22 No.6.

17 이우종, 2007, 「다포계 귀포 쇠서 의장의 변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ol.23 No.11.

18 이병춘, 2010, 『조선시대 다포계 건축 귀포의 형식변천과 지역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19 류성룡, 2006, 「柱心包 팔작지붕의 轉角部 결구방식에 관한 硏究 : 추녀와 귀포 결구를 중심으로」 『대한건축학회 논문집』, 계획계, Vol.22 No.2.

20 차주환, 2013, 『한중 고건축 대목작 중 전각구조와 전각포작 비교연구』, 청화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1   귀주상포는 귀포의 한 부분으로 귀주두 상에서 벽체와 같은 방향으로 배치되는 공포를 뜻한다. 사각평면인 경우 주상포와 같은 방향으로 배치되어 살미의 

구성은 주상포와 같은 경우가 많다.

22   중공조重栱造는 소첨과 대첨으로 구성되는 형식을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도리방향의 첨차가 중복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도리 방향과 보 

방향 모두 포함된다.

그림 1.  귀포 관련 용어

좌우대

귀주상포

귀한대

귀잡이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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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상포에 형성된 투심조 형식의 공포구성과 관련이 깊

다. 즉, 보 방향의 살미에서 1출목 또는 3출목의 살미소첨 

단부에 첨차를 배치하지 않음으로써 소첨과 대첨의 형식이 

된다. 투심조는 하앙계와 무앙계의 공포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어 하앙의 유무는 투심조 공포구성에서 장애요인이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투심조 중 시기적으로 앞서는 당唐·오대五代나 요대 

초기 건물들은 외2출목 또는 4출목으로 이루어지는 경우

가 많다. 이 경우 출목의 구성은 짝수인 2출목과 4출목에 

출목첨차가 놓이는 특징이 있다.23 이것은 공포의 구성에서 

살미첨차와 출목첨차가 소첨과 대첨으로 구성되고, 주심의 

부벽공扶壁栱24 또한 대부분 소첨과 대첨의 중공조로 구성

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외4출목인 경우 2출

목에 도리방향의 첨차가 배치되면서 3제공은 소첨으로, 4

제공은 대첨의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그림 2).

외3출목인 경우 외2출목과 외목도리를 받는 3출목에 

각각 출목첨차가 놓이고 1출목에만 출목첨차가 생략된다. 

이 경우 살미첨차의 배열은 소첨과 대첨에 소첨만 부가된 

형식이 되어 중공조 구성에서 완결성이 다소 떨어지게 된

다. 연구대상 중 외3출목의 사례는 모두 3동에 불과한데,25 

다른 출목에 비해 사례가 현저히 적은 것은 외3출목 공포

가 가진 이 같은 한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투심조의 귀포 구성은 주상포와 같이 외2출목 또는 4

출목에서 좌우대가 결구되기 때문에 1출목과 3출목의 좌

우대는 생략된다. 이때 2출목의 첨차는 첨차의 중앙에 소

로를 공유하는 병첨並簷26 형식으로 귀한대와 결구된다. 이

는 출목의 폭이 첨차 길이보다 작기 때문이다. 반면 4출목

의 경우는 귀주상포와 귀한대의 단부에서 출목첨차를 단

독으로 구성하기에 충분한 공간이 형성되기 때문에 병첨이 

아닌 일반 첨차가 사용되었다. 거의 모든 건물에서 병첨의 

외단은 왕지머리 아래에서 첨차형식을 유지하고 있다.27

외4출목으로 구성된 당대 건물인 五台 佛光寺东大殿

(그림 3)의 예를 들면, 현재 2출목의 좌우대는 중공조의 구

성을 보이며, 4출목의 좌우대는 분리되어 일두삼승의 원칙

을 잘 따르고 있다. 만약 4출목의 좌우대가 모두 연결된 병

첨으로 구성된다면 일두삼승의 원칙에 따라 병첨의 중앙에 

위치한 첨차를 받는 좌우대가 필요하다. 그러면 현재의 2출

목의 소첨이 대첨의 길이만큼 돌출하여 4출목의 병첨을 받

게 되고, 현재의 2출목 대첨은 4출목 병첨의 뒤에 숨어 절

23   五台 佛光寺东大殿의 대량을 받는 내부 공포에서는 출목첨차가 모두 생략되었는데, 이는 내부 공포 구성의 특성과 연관 지을 수 있다.

24   부벽공은 송대의 건축용어로 영공影栱이라고도 하며, 주상에서 도리방향으로 배치되는 공포를 뜻한다. 주로 벽체에 있는 방재에 조식彫飾하기 때문에 은각공
隱刻栱이라 하기도 한다.

25   외3출목의 공포로 구성된 건물은 太原 晋祠圣母殿(상층), 大同 善化寺三圣殿, 山东曲阜 孔庙金明昌碑亭(상층)이다. 应县 佛宫寺释迦塔 3층에서도 확인된

다. 전체 대상 건물 131동으로 확대하더라도 맞배집 1동(绛县 太阴寺南大殿)이 더 있을 뿐이다. 오히려 외4출목의 사례는 13동으로 외3출목보다 두 배가 넘

는 빈도수를 보인다.

26   병첨並簷은 첨차가 공간이 좁아 독립된 형식을 형성하지 못하고 서로 나란히 붙어 있는 것을 말한다. 『法式』의 용어인 열공列栱이나 원앙교수공鴛鴦交首栱이 병

첨에 속한다.

27   흔주에 있는 定襄 关王庙无梁殿과 太谷 安禅寺藏经殿의 경우, 왕지뺄목 아래에서 첨차가 아닌 사두형으로 처리된 사례가 확인된다. 우리나라 다포계의 경

우 왕지뺄목에서 첨차형을 유지하고 있는 사례는 18세기 초기까지 나타나고 18세기 중기 이후에는 운공형 또는 초각형으로 변형되어 첨차의 의미를 상실하

게 된다. 이병춘, 2010, 『조선시대 다포계 건축 귀포의 형식변천과 지역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57.

그림 2.  살미첨차의 중공조 개념도 (독락사관음각 하층)

대첨

소첨

대첨

소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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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오대 불광사동대전

궤두切几頭28 형식이 되어야 한다. 이 경우 병첨을 받치는 2

출목의 첨차는 아래에 소첨이 없는 대첨이 되어 소첨과 대

첨으로 구성되는 중공조의 규칙이 깨어진다. 그러므로 佛

光寺东大殿에서는 4출목에 병첨이 사용되지 않음으로써 

2출목의 좌우대를 중공조로 구성하고, 4출목의 좌우대는 

일두삼승의 원칙을 유지하는 형태의 귀포 구성을 하고 있

다.29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불광사 동대전이 중건되던 당

대唐代에는 소첨과 대첨으로 구성되는 중공조의 원칙과 일

두삼승의 구성 원칙이 상당히 중요하게 인식되었음을 알 

수 있다.30

외3출목으로 형성된 귀포의 초기형은 2출목과 3출

목에 좌우대가 배치된다. 2출목 좌우대첨차는 병첨으로 

구성되고, 귀한대와 결구된 첨차 뺄목은 3출목의 첨차와 

결구되거나31 3출목 첨차의 배면에 숨게 된다. 대상건물 

중 외3출목 귀포의 초기형은 사례가 없어 원대에 중건된 

浙江金华 天宁寺大殿(그림 4, 1318년)으로 3출목의 초기

형을 살펴보고자 한다. 天宁寺大殿의 귀포의 경우 3출목 

좌우대는 각각 분리되어 일두삼승의 원칙을 잘 보여주고 

있지만, 2출목의 좌우대는 3출목 좌우대의 뒤에서 불완전

하게 마무리 되었다.32 이는 3출목 좌우대가 출목의 간격

이 좁아 온전한 병첨이 될 수 없는 상황도 있지만, 앞서 4

출목에서 사례를 든 바와 같이 만약 병첨이 되더라고 2출

목의 좌우대가 3출목 병첨을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이다.

이 같이 외3출목의 귀포에서는 2출목 좌우대가 중공

조로 구성되고, 3출목의 좌우대는 일두삼승의 규칙이 유지

되는 완전한 초기형의 귀포구성이 어려운 구조이다.33 그렇

지만 天宁寺大殿은 여전히 첨차의 구성이 일두삼승의 기

그림 4.  금화 천녕사대전

28   절궤두는 돌출한 머리 부분이 소로를 받을 수 없을 정도로 짧아 공의 단부와 같이 깎아내지 않은 것을 말하다. 김도경·주남철, 1994, 「송 『영조법식』 <대목작

제도> 주해(2)」 『건축사』 9411, p.79.

29   平遥 文庙大成殿의 경우 4출목에서 병첨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는 4출목의 병첨을 중공조로 구성된 2출목의 좌우대가 받도록 하여 첨차의 규칙성이 유지되

기 때문이다(그림 6 참조).

30   외4출목의 사례를 보면, 무앙계는 독락사 관음각의 하층이 유일하며 나머지는 모두 하앙계 건물이다. 무앙계 4출목이 적은 이유는 주심에서 돌출 길이가 과

도해지는 구조적 문제가 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영조법식』에서는 외5출목(8포작)의 공포구성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어 송대에는 외5출목이 출목의 한계

로 인식된 듯 하지만 현존하는 외5출목의 건물 사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江苏苏州 玄妙观三清殿도 4출목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출목의 폭이 좁아 귀포

에서는 변형된 병첨을 사용하고 있다.

31   佛宫寺释迦塔의 경우 팔각으로 형성된 평면으로 인해 귀포의 2출목 좌우대첨차가 3출목의 병첨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32   4출목으로 구성된 浙江宁波 保国寺大殿도 비슷한 사례로 분류된다. 2출목의 좌우대는 병첨의 소첨만 구성되는데, 소첨의 뺄목은 소공두와 비슷하다. 그러

나 외1출목에 좌우대첨차가 구성되지 않아 일두삼승의 첨차 구성원칙을 충족시키고 있는 점이 과도기의 소공두형과 차이가 있다.

33   8각목탑인 佛宫寺释迦塔의 3층 귀포에서 초기형과 유사한 형식이 나타나지만 여기에서도 3출목 병첨은 변형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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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원칙을 보이고 있어 초기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외2출목 건축의 초기형 귀포는 五台 南禅寺大殿(그

림 5)과 같이 외2출목에만 좌우대가 병첨으로 구성된다. 투

심조의 외2출목 귀포는 대개 이와 같은 공포구성을 하고 

있다. 병첨을 받는 소로는 귀주상포와 귀한대의 대첨 단부

에 위치하고 있어 일두삼승(삼소로)의 원칙을 잘 보여주고 

있으며, 살미첨차도 중공조의 형식을 하고 있다. 이 같은 2

출목 귀포 구성은 초기형식으로 외4출목의 귀포를 구성하

는 바탕이 되었다.

이상과 같이 귀포의 초기형은 투심조와 밀접한 관련

성이 있는데, 외1출목이나 외3출목에 첨차를 배치하지 않

음으로써 살미첨차가 소첨과 대첨으로 구성되는 중공조의 

규범을 따르고자 하였기 때문이다.34 4출목의 귀포에서 2출

목 좌우대가 중공조로 구성되는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그

리고 구조적 안정을 위해 좌우대와 살미가 복잡한 구성을 

하면서도 일두삼승의 첨차구성 원칙을 잘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과도기형 - 좌우대의 첨차구성 형식 변화

귀포구성에서 과도기형은 초기형에서 정형으로 전개

되는 중간과정에 나타난 형식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귀포의 초기형은 2출목 또는 4출목에 첨차가 배치되는 투

심조 형식과 연관성이 많다. 하지만 과도기의 귀포에서는 1

출목과 3출목 좌우대에 익형공翼型栱35이 부가되면서 초기

형에서 기본적으로 지켜지던 중공조의 구성 원칙에 변화가 

생기게 되며, 이는 공포 형식이 투심조에서 계심조로 변화

되는 과정과 그 궤를 같이한다.

귀포에 나타나는 과도기의 유형은 대략 3종류로 나뉜

다. 먼저 귀포의 1출목 또는 3출목에 배치된 좌우대가 뺄

목을 형성하지 못하고 귀한대에 면한 경우(無뺄목형), 귀한

대와 결구된 좌우대의 뺄목이 사두耍頭36로 결구된 경우

(耍頭뺄목형), 그리고 좌우대 뺄목이 사두에서 변화하여 

소첨보다 짧은 소공두小栱頭 모양으로 구성된 경우(小栱頭

형)로 구분된다. 변천양상을 보면 뺄목이 없는 무뺄목형이 

시기적으로 선행하고 이후 사두뺄목형, 소공두형의 순서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먼저 좌우대에 뺄목이 형성되지 않는 ‘무無뺄목형’을 

살펴보면, 사례는 과도기의 24동 중 8동에서 나타난다. 이 

중 요대의 건물 4동은 모두 이 유형에 속하고 있어 시기적

으로 선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과도기의 무뺄목형 중 

平遥 文庙大成殿(그림 6)37은 공포의 전개과정을 유추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다. 초기형의 투심조에서는 1출목과 3

출목 홀수 단에 첨차가 부가되지 않았지만, 문묘대성전의 

사례와 같이 홀수 단에 익형공이 배치된다는 것은 모든 출

34   공포의 구성에서 소첨만 중첩하여 구성된 사례도 많다. 이런 경우의 귀포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될 가능성이 많다.

35   익형공翼型栱은 중국 고건축의 공포에서 일반적인 첨차와 외형상 차이가 있는 것을 말하며, ‘이형공異形栱’이라 부르기도 한다. 송대 『法式』에서는 익형공에 대

한 특별한 규정이 없다.

36   사두耍頭는 현재 최외단 출목에서 외목도리 하부의 첨차와 결구되어 외부로 돌출되는 부재를 통칭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두를 그

대로 사용하고자 한다. 하지만 『법식』에서는 작두爵頭의 별칭이라 하였다. 『법식』에서는 사두나 작두 외에 호손두胡孫頭, 부종두蜉䗥頭가 있는데, 이는 부재를 

지칭하는 보통명사가 아닌 사두의 모양에 따라 각기 다른 용어를 사용한 것으로 이해된다.

37   平遥 文庙大成殿은 종도리에서 금 대정3년(1163)의 중건 묵서명이 발견되어 금대의 건물로 알려졌다. 하지만 산서성문물국山西省文物局의 분석처럼 가구의 

구성 방식이 북송대의 풍격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현재의 건물은 금대 이전의 건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며, 시기적으로 선행하는 귀포의 구성은 

이러한 가능성에 무게를 더하고 있다.

그림 5.  오대 남선사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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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과도기형 귀포

번호 소재지 명칭
건축년대 공포형식

귀포보강 비고
북송 요 남송 금 출목 주상포 귀포좌우대형식

1 하북 保定市 河北涞源阁院寺文殊殿 966 2 투익형 무뺄목형 귀잡이한대 1114년 종鐘 조성

2 하북 天津市 蓟县独乐寺山门 984 2 투심 무뺄목형 귀잡이한대 -

3 하북 保定市 高碑店开善寺大殿 1033 2 계심 무뺄목형 귀잡이한대 1033년 - 왕귀상 논문

4 산서 晋城市 泽州青莲寺释迦殿 1089 2 계심 무뺄목형 - -

5 산서 大同市 大同善化寺大殿 요 2 계심 무뺄목형 인접포작 -

6 복건 泉州市 福建泉州府文庙 1137 2 계심 무뺄목형 - 1137년 중건

7 산서 晋城市 晋城二仙庙正殿 1157 2 계심 무뺄목형 - 1097년 창건, 1157년 중수

8 산서 晋中市 平遥文庙大成殿 1163 4 투익형 무뺄목형 - 1163년 중건 종도리묵서

9 산서 晋城市 高平大周村资圣寺毗卢殿 1014 2 계심 사두뺄목형 - 1506년 종도리 묵서

10 산서 晋城市 高平开化寺大殿 1073 2 계심 사두뺄목형 - -

11 산서 长治市 平顺龙门寺大殿 1098 2 계심 사두뺄목형 - -

12 산서 太原市 太原晋祠圣母殿(상층) 1102 3 투익형 사두뺄목형 - 1023년 창건, 1102년 중수

13 산서 晋城市 陵川北吉祥寺前殿 북송 2 계심 사두뺄목형 - 978년/1296년 중수

14 산서 晋城市 陵川龙岩寺过殿 1129 2 계심 사두뺄목형 - 1129 중수

15 산서 晋城市 陵川西溪二仙庙后殿 1142 2 계심 사두뺄목형 - 1142년 확건

16 산서 晋城市 陵川南神頭二仙庙正殿 1142 2 계심 사두뺄목형 - 1142년 확건

17 산서 太原市 太原晋祠献殿 1168 2 투익형 사두뺄목형 - 1168년 창건, 1594년 보수

18 산서 晋城市 高平中坪二仙宫正殿 1172 2 계심 사두뺄목형 - 1172년 중수

19 산서 长治市 长子韩坊尧王庙大殿 금대 2 계심 사두뺄목형 - -

20 산동 济宁市 山东曲阜孔庙金明昌碑亭 1191 3 계심
사두뺄목형/
소공두형

- -

21 하남 郑州市 河南登封少林寺初祖庵大殿 1125 2 계심 소공두형 - 1125년 창건

22 산동 东营市 山东广饶关帝庙大殿 1128 2 계심 소공두형 - 1128년 창건

23 산서 朔州市 朔州崇福寺观音殿 금대 2 계심 소공두형 - 1143년 숭복사 미타전 중건 

24 산서 忻州市 繁峙三圣寺大殿 금대 2 계심 소공두형 - 명嘉靖년간중수

목에 첨차가 배치되는 계심조로 전개될 수 있는 계기가 마

련되었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특히 귀포에서 홀수 단에 

배치된 익형공이 귀한대에 면하는 형식은 초기형에서 과

도기형으로 전개되는 귀포의 변천과정을 잘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

平遥 文庙大成殿의 좌우대첨차는 2출목과 4출목에서 

모두 병첨으로 구성되어 있다. 2출목에 결구된 소첨과 대첨

은 귀한대의 살미대첨 상에 놓여 소첨과 대첨의 중공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3개의 첨차로 연결된 4출목의 병첨을 받

고 있다. 이는 당대 불광사동대전의 귀포 구성보다 상당히 

진전된 귀포 구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 같이 文庙大成殿의 

귀포에서는 일두삼승의 구성방식을 유지하고 있지만 좌우

대에 배치된 익형공 때문에 중공조 구성은 약화되었다.

다음으로 홀수 단의 좌우대가 귀한대와 결구되어 ‘사

두耍頭뺄목형’을 이루는 귀포 사례는 대상건물 중 12동에서 

확인된다. 이 사례에 속하는 太原 晋祠圣母殿(그림 7)의 

상층 귀포는 외3출목이지만 1출목에 익형공이 사용되어 

平遥 文庙大成殿과 유사한 구성을 하고 있다. 그러나 좌우

대의 모양은 차이를 보이는데, 1출목의 익형공은 귀한대의 

대첨과 결구되어 사두형 뺄목으로 돌출되어 있고, 2출목에

그림 6.  평요 문묘대성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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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병첨으로 구성된 소첨도 사두형 뺄목을 형성하고 있다. 

2출목의 좌우대가 첨차형 뺄목을 형성하지 않은 것은 3출

목의 좌우대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晋祠圣母殿의 상층 귀포는 익형공과 첨차가 모두 사두형 

뺄목을 형성하고 있어 주목되며, 좌우대의 배치와 구성에

서 平遥 文庙大成殿보다 한층 발달된 모습을 보여준다.38

平顺 龙门寺大殿(그림 8)의 귀포는 사두뺄목형의 가

장 보편적인 형식이다. 주상포는 1출목에 첨차가 배치되어 

완전한 계심조를 이루고, 귀포에서 2출목 좌우대첨차는 병

첨으로 구성되어 있다. 1출목 좌우대첨차는 병첨이 되지 못

하고 귀한대와 결구된 첨차의 뺄목은 사두모양으로 돌출되

어 있다. 1출목 좌우대에 첨차가 배치되면서 살미첨차의 중

공조 구성은 찾아볼 수 없으며, 2출목 병첨의 일두삼승(삼

소로첨차) 원칙만 유지되고 있다.

‘소공두小栱頭형’은 과도기 유형 중 비교적 후기에 나타

나는 형식으로 여기에 속하는 사례는 4동이다.39 소공두는 

『법식』에 나오는 용어로 일반 소첨보다 길이가 짧은 첨차를 

뜻한다.40 이 형식은 1출목 좌우대에 있는 사두형 뺄목이 

첨차의 형식으로 전개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형

식의 좌우대는 사두형 뺄목이 아닌 모두 첨차형식으로 구

성되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41

朔州 崇福寺观音殿(그림 9)의 사례에서 보듯이 외1출

38   太原 晋祠献殿(외2출목)은 성모전 앞에 위치하는데, 성모전 상층과 같은 귀포 구성을 보이고 있다. 진사성모전의 하층 귀포는 외2출목으로 되어 있지만 정형

으로 구성되어 상층의 귀포 형식과 차이가 있다.

39   소공두 형식을 보이는 사례는 북송대 말기의 河南登封 少林寺初祖庵大殿(북송 1125년)이 있으며, 남송대의 건물로는 山东广饶 关帝庙大殿, 朔州 崇福寺

观音殿, 繁峙 三圣寺大殿이 있다. 시기적으로 비교적 후기에 속하는 건물들이다.

40   『영조법식』에서 소공두의 길이는 중심에서 23분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소첨(과자공)의 길이인 31분보다 8분이 짧다. 김도경·주남철, 1994, 「송 『영조법식』 

<대목작제도> 주해(2)」 『건축사』 11, p.79.

41   이병춘은 우리나라 다포계 건물의 귀포를 분석하였는데, 봉정사대웅전과 숭례문의 귀포유형을 ‘소공두형’으로 지칭하였다. 그는 소공두형의 상한편년을 고려

중기로 추정하면서 원식元式 다포가 유입된 시기로 보았지만 논리적 근거를 제공하지 못했다. 이병춘, 2010, 『조선시대 다포계 건축 귀포의 형식변천과 지역

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62.

그림 8.  평순 용문사대전

그림 9.  삭주 숭복사관음전

그림 7.  태원 진사성모전 (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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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좌우대의 경우 귀주상포 좌측에서는 일반적인 첨차형식

을 유지하고 있지만 우측은 공안을 생략되어 있어 좌우대

의 첨차 인식이 약화되었음을 보여준다. 이것은 첨차의 일

두삼승 요건이 성립되지 않았기 때문으로도 이해된다. 귀

한대와 결구된 1출목 좌우대의 뺄목은 첨차 형식을 유지하

고 있지만 2출목의 간격이 좁아 일반적인 소첨보다 짧은 소

공두가 되었다.

윤기섭은 少林寺初祖庵大殿(외2출목)의 사례를 들어 

하앙 구조에서 소공두와 절궤두가 형성은 귀포에 결구되는 

부재들의 높이 차이 때문으로 보았다(그림 10).42 소림사초

조암대전의 경우 2출목의 첨차하단이 1출목보다 낮기 때문

에 소공두가 2출목의 병첨 뒤에 숨는 형태가 되었다. 하지

만 그는 앞에서 ‘『法式』의 규정을 따르면 5鋪作(2출목)에서 

외1출목과 외2출목의 출목첨차 높이가 같다’(그림 11 참고)

고 한 것에 비추어 보면 소림사초조암대전의 경우 법식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라 할 수 있다.

소공두 형식은 금대 이후 원대에도 귀포의 구성 방식

으로 꾸준히 채용되었는데, 이는 최외단 첨차가 일두삼승 

요건을 유지함으로써 최소한의 형식적인 구성 요건을 유지

할 수 있다는 점과 소공두 형식이 『法式』에서 채택될 정도

의 높은 인지도가 있었다는 점이 참고되었을 것이다.

이와 같이 무뺄목형과 사두뺄목형, 소공두형은 1출목

에 익형공 또는 첨차가 배치되면서 투심조가 계심조로 전

개되는 과정에 나타나고 있다. 계심조의 형성으로 살미첨차

의 중공조 구성은 깨어졌지만, 귀포의 좌우대에 형성된 최

외단 첨차는 시각적 중요성으로 인해 일두삼승 요건을 계

속 유지하고 있다. 이후 소공두형까지 지켜져 왔던 최외단 

첨차의 일두삼승(삼소로) 원칙이 깨어지고 새로운 형식의 

귀포(정형)가 나타나게 된다.

3. 정형 - 좌우대의 새로운 통일성

정형定型의 귀포는 과도기에 형성되었던 1출목의 소공

두가 돌출하여 2출목 병첨의 하부를 받치는 형식을 포함하

여 귀포의 모든 출목에서 사두耍頭가 구성된 형식을 말한

다. 1출목의 소공두가 2출목 병첨의 하부를 받치면 좌우대

인 병첨은 일두삼승의 첨차구성 규칙이 깨어지게 된다. 따

라서 기존의 짧은 첨차인 소공두가 돌출하여 살미첨차와 

같은 길이로 되는 것이 정형 귀포의 초기 형식이다.43

42   윤기섭, 1994, 『韓國傳統木造建築의 귀포에 關한 硏究 』,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26. 현실적으로 출목간격에 따른 하앙의 춤과 경사, 출목의 간

격, 화두자의 높이 등을 조절하면 귀포에서 발생되는 결구 부재의 높이차는 해결될 수 있다. 그리고 그는 소공두형보다 시기적으로 앞서 나타나는 사두뺄목

형이나 무뺄목형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43   이 유형의 앞선 사례는 汾阳 太符观大殿의 귀포에서 확인된다. 외2출목으로 구성된 귀포의 1출목 사두는 생략되었지만 전면 1출목 좌우대 소첨이 돌출하여 

2출목 좌우대 첨차를 받고 있는데, 그 단부에 익형공을 부가한 특이한 모양을 하고 있다.

그림 10.  소림사초조암대전 주간포 그림 11.  『영조법식』의 5포작(單抄單昻)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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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사두는 주상포에서 최외단 출

목의 중앙에서 도리방향 첨차와 결구되는 부재이다. 하지만 

정형에서는 사두가 귀포의 모든 출목에서 좌우대와 결구

되면서 최외단 첨차는 일두삼승(삼소로)의 원칙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정형의 귀포는 과도기를 

거치면서 귀포의 형식적 규범에 대한 재해석과 재구성이 

좌우대를 중심으로 일어나고, 새로운 통일성을 모색한 결과

라 할 수 있다.

정형의 귀포도 여러 유형을 보인다. 하앙구조가 많은 

중국 건축의 특성 때문에 귀주상포에서 사두의 형식이 앙

두의 형식을 보이는 반면 출목에는 사두가 구성되어 있는

가 하면(그림 12), 平顺 佛头寺大殿(그림 13)과 같이 사두

와 좌우대 첨차의 뺄목이 모두 앙두형으로 구성되는 경우

도 있다. 佛头寺大殿의 귀포와 같이 통일성을 보이는 사례

는 상대적으로 늦은 시기에 나타나는 경향을 보인다.44 이

와 같이 정형의 귀포 구성에서는 출목에 사두가 결구되면

서 최외단 좌우대첨차가 더 이상 일두삼승(삼소로)의 원칙

을 보이지 않는다는데 그 특징이 있다.

한편, 大同 善化寺三圣殿의 귀포(그림 18)도 정형으

로 분류할 수 있는데, 귀포의 구조적 보강을 위해 인접한 

주간포와 연계하여 귀포를 구성하고 있다. 귀포의 최외단 

좌우대첨차는 귀주상포의 좌측은 공안을 두어 첨차의 형

식을 보이고 있지만 귀주상포의 우측은 1출목의 상단에 결

구된 사두로 인해 첨차의 형식이 약화되었다.

이와 같이 정형의 귀포에서는 좌우대 뒤에 숨어 있던 

소공두가 앞으로 돌출하여 좌우대를 직접 받게 되면서 그

동안 중시되던 일두삼승의 원칙은 사라지게 되었다. 하지만 

귀포에서 모든 출목에 사두가 결구되면서 새로운 통일성을 

구성하는 계기를 만들었다.45 그리고 귀포의 정형은 출목과 

상관없이 공포를 구성하는 것이 가능해졌으며, 이로 인해 

그동안 제약이 많았던 3출목의 공포구성도 이전보다 쉽게 

형성될 수 있었다.

그림 13.  평순 불두사대전그림 12.  양성 개복사헌전

44   平顺 佛头寺大殿의 귀포 구성은 정형 중에서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사례로 송대의 건축 형식과 차이가 많아 산서성문물국山西省文物局에서도 ‘독특한 송대 

건축’으로 소개하고 있다. 귀포의 관점에서 본다면 불두사대전의 귀포는 송대 이후에 중수하면서 변형되었을 가능성이 짙다.

45   귀포의 정형은 요대에 나타났지만 금대를 지나 원·명대에 정립되고, 청대의 건축서인 『공정주법칙례工程做法則例』에 귀포의 유형으로 정형이 소개된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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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귀포의 변화요인 분석 

1. 귀잡이한대46의 결구 - 구조적 보완

공포의 체계가 형성된 당대 이후의 귀한대는 대부분 

주상포와 유사한 구성을 보이고 있다. 귀포는 귀한대와 양

방향의 귀주상포, 좌우대로 구성되지만 귀주상포에 비해 

귀한대가 처마의 하중을 가장 많이 받게 된다. 수대隋代에

는 건축기술의 진보로 출목이 발달하였으며,47 지붕의 면적

이 증가됨으로써 추녀의 하중을 받는 귀포의 구조보강이 

요구되었다. 당시의 귀포의 보강은 공포부재의 단면을 확대

하거나 귀한대에 하앙이나 한대를 추가로 설치하여 기존의 

공포체계를 유지하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귀포의 형식에 큰 변화가 나타난 시기는 요대이다. 하

북성과 대동을 중심으로 남아 있는 요대 건물을 볼 때 귀

포의 구조적 보강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대표적인 귀포의 보강은 귀잡이한대를 설치하거나 인접 공

포와 연계하여 귀포를 구성48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이와 

같은 귀포 보강은 기존 귀포의 구성체계에도 변화를 가져

왔다. 즉, 주상포와 다른 귀포가 형성되면서 귀포에서는 과

도기형이 나타났다.

蓟县 独乐寺山门(그림 14)은 요대 초기 건물로 외2출

목으로 구성된 귀포에 귀잡이한대가 결구된 사례이다. 산문

의 귀포는 1출목 좌우대가 귀한대 대첨에 면하고 있어 무뺄

목형으로 분류된다. 1출목 좌우대에 첨차가 배치된 것은 상

부의 귀잡이한대를 받기 위함이다. 결국 귀잡이한대는 1출

목 소첨으로 인해 일두삼승의 기본 형식을 갖추게 된 것이

다. 1출목 좌우대첨차 역시 귀주상포의 살미소첨을 기준으

로 삼소로첨차의 형식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1출목 

소첨과 결구되는 귀한대 대첨에 조식된 은출심두隱出心枓를 

통해 유추할 수 있다. 독락사 산문의 공포형식은 다포식으

로 전개되는 초기의 모습으로 주상포와 주간포는 투심조로 

이루어진 반면 귀포에서는 계심조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계심조로 변화하는 계기를 제공한 것은 주상포보다 

하중이 집중되는 귀포일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河北涞源 

阁院寺文殊殿은 독락사 산문과 거의 같은 귀포형식을 보이

나 다만 주상포와 주간포의 구성에서 1출목에 익형공이 배

치되어 독락 산문보다 다소 진전된 공포형식을 보이고 있다.

그림 14.  계현 독락사산문

그림 15.  계현 독락사산문 (주상포와 주간포)

46   귀잡이한대는 귀포의 상부에서 귀한대와 대각으로 결구되는 부재를 뜻한다. 중국의 건축용어는 사공斜拱, 사화공斜华栱, 말각공抹角栱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사공斜拱은 공포의 한 종류로 포벽에 직교하지 않고 경사지게 형성되는 공포를 뜻한다. 사공은 너무 포괄적인 개념이므로 독락사 산문과 같이 귀포에 사용된 

사공은 주상·주간에 배치된 사공과 차이가 있어 여기서는 ‘귀잡이한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귀잡이한대가 확인되는 사례는 蓟县 独乐寺观音阁

(상층), 蓟县 独乐寺山门, 河北涞源 阁院寺文殊殿, 高碑店 开善寺大殿, 大同 华严寺薄伽教藏殿, 大同 善化寺普贤阁에서 확인된다.

47   공포의 출목은 수대 이전에도 있었지만 가장 직접적인 출목구조의 사례는 수대 도옥隋代 陶屋을 들 수 있다(이우종, 2006, 『高麗 時代 栱包의 形成과 變遷』,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54 참조).

48   인접공포와 연계된 귀포의 사례로는 义县奉国寺大殿, 大同善化寺大殿, 大同善化寺三圣殿, 大同善化寺山门, 大同上华严寺大雄宝殿, 沁县普照寺大殿이 

있다. 금대에 조영된 대동지역의 건물들도 요대의 귀포 특성을 계승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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高碑店 开善寺大殿(그림 16)의 귀포는 공포 형식이 

앞의 두 사례보다 더욱 진전된 양상이다. 귀잡이한대가 귀

한대와 주두 상에서부터 결구되어 사공斜拱의 형식이 되었

다.49 주상포와 주간포에 첨차가 모두 결구된 계심조를 이

루며, 귀포에서도 귀잡이한대가 결구되고 좌우대는 계심조

로 되어 독락사산문 이후 약 반세기만에 계심조의 공포체

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开善寺大殿의 2출목 좌우대첨

차는 병첨으로 연결되어 있다. 귀한대와 귀주상포, 귀잡이

한대에서 형성된 첨차가 각 병첨의 하부를 받치고 있고, 첨

차의 일두삼승(삼소로) 형식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开善寺大殿의 형식을 계승한 大同 下华严寺薄

伽教藏殿과 大同 善化寺普贤阁(그림 17)의 상층 귀포에서

는 각 출목에 첨차와 사두가 결구된 형식이 나타난다. 이와 

같은 구성에서는 최외단 좌우대가 일두삼승의 첨차형식을 

유지하지 못해 정형으로 분류된다. 특히 善化寺普贤阁은 

중층의 특수성 때문인지 귀포에서 인접공포와 연계한 보강 

방법이 동시에 사용되어 주목된다.

한 가지 주목할 부분은 요대의 건물에서 무앙계가 주

로 사용되었다는 것이다. 무앙계의 경우 첨차의 형식이 같

아 귀포에서 형식적 통일성을 형성하기 쉽고, 구조적으로 인

접한 공포와 연계하여 결구하기도 쉬운 장점이 있다. 요대의 

귀포 변화는 이와 같은 장점을 이용한 결과로 볼 수 있다.

이와 달리 금대의 건물인 大同 善化寺三圣殿(그림 

18)의 귀포는 하앙계로서 인접한 공포와 연계하여 보강한 

사례이다. 이는 요대의 대동소재 건물들이 주로 무앙계를 

이루는 것과 대비된다. 하지만 정형을 이루면서 인접공포와 

연계된 귀포형식은 선화사 삼성전을 중건하던 금대까지도 

지역적 특성을 계승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한편 정형의 

형성으로 귀잡이한대의 구조적 중요성은 그만큼 약화되었

음을 알 수 있다.50

이상과 같이 귀포의 초기형이 가진 구조적인 한계로 

인해 변화에 대한 필요성이 계속 제기되었으며, 현존 유구

로 볼 때 귀포의 변화를 선도한 시기는 요대라 할 수 있다. 

그림 17.  대동 선화사보현각 (상층)

그림 18.  대동 선화사삼성전

49   사공은 오대에 나타난 것으로 보이지만(돈황 제146굴) 폭넓게 채택되지 않은듯하다(蕭默, 1989, 『敦煌建築硏究』, 문물출판사, p.236 참조). 현존하는 건물을 

대상으로 보면 요대에 귀포에서 형성된 사공斜拱이 주간포의 사공에 영향을 주었다고 할 수 있다. 사공과 귀포의 상관성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50   大同 善化寺三圣殿의 귀주상포는 주상포와 같은 결구를 보이고 있다. 귀포에 결구된 사두의 모양은 통일되지 않고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중수의 

흔적으로 보이지만 각 사두가 내포하는 의미가 달랐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림 16.  고비점 개선사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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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대에는 하앙계보다 비교적 간단한 결구체계를 가진 무앙

계에서 적극적으로 새로운 귀포 체계를 형성해 나갔다. 이 

때 등장한 귀잡이한대는 기존의 귀포 구성체계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귀포의 과도기형을 견인하는 주된 요소가 되

었다.

2. 계심조의 전개 - 공포 구성방식의 변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귀포의 변화는 주상포의 변

화에 맞추어 진행되었다. 그 중에서 공포의 구성 방식에 있

어 투심조에서 계심조로의 전개는 귀포의 변화에 큰 영향

을 미쳤다.51 특히 익형공은 투심조에서 계심조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다. 익형공은 당대 말기의 

佛光寺东大殿의 주간포에서 나타나 요대 전반기에는 이미 

폭넓게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河北涞源 阁院寺文殊殿과 应县 佛宫寺释迦塔은 익

형공이 부가되면서 투심조에서 계심조로 이행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阁院寺文殊殿(966년)은 요대 

초기 건물로 외2출목의 공포로 구성되어 있다. 佛光寺东大

殿과 달리 주상포와 주간포 모두 외1출목에 익형공이 결구

되어 있다. 반면 귀포에서는 귀잡이한대를 받기 위해 1출목

에 첨차가 결구되었지만 무뺄목형으로 구성되어 일두삼승

의 첨차구성 원칙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대상 건물 중 외부 출목에서 익형공이 결구된 사례는 

모두 6동52에서 확인되는데, 4동은 阁院寺文殊殿(그림 19)

과 같이 귀포에서 일두삼승의 첨차 구성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반면 太原 晋祠圣母殿과 献殿은 귀포에서 좌우대가 

사두뺄목형으로 구성된다. 이는 시기적으로 금대에 해당되

며, 두 건물이 중건되는 시기에 사두뺄목형 귀포유형이 상

당히 조영되고 있었다. 특히 晋祠圣母殿(1102년)의 상층 

귀포는 1출목의 익형공과 2출목의 첨차가 사두형 뺄목을 

형성하고 있어 귀포의 전개과정에서 과도기의 변화상을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 

이와 함께 주상포에서 계심조가 가장 이른 시기에 사

용된 사례가 요대의 건물인 高碑店 开善寺大殿(1033년)과 

大同 下华严寺薄伽教藏殿(1038년), 应县 佛宫寺释迦塔

(1056),53 大同 善化寺大殿(요대)에서 확인된다는 것은 요

대에 적극적으로 채용된 익형공과 연관지어볼 때 중요한 의

미를 지닌다. 즉, 당대 주간포에 사용된 익형공이 요대 초기

인 10세기 중반에 이르러 주상포의 출목에도 사용되었음

을 알 수 있다. 이때의 익형공은 홀수 단 출목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11세기를 전후하여 익형공이 첨차로 대체되어 투

심조는 계심조로 전이되었다. 이와 같이 투심조에서 계심

조로의 전개되는 시점이 귀포에서 귀잡이한대가 결구된 요

대 초기와 같은 시기라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계심조는 귀포가 있는 건물보다 맞배집에서 더욱 자

유롭게 채택된 것으로 보이며, 전체 대상 건물 129동 중 2

출목 이상이면서 맞배지붕으로 구성된 사례는 23동이다. 

이 중 广东肇庆 梅庵大殿, 福建莆田 元妙观三清殿, 그리

고 五台 佛光寺文殊殿 등 3동(13.0%)만 투심조의 구성을 

보이고 있어 맞배지붕의 공포 구조에서는 계심조가 주류를 

이루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2출목 이상의 귀포가 

그림 19.  내원 각원사문수전

51   돈황 석굴에서 당대로 추정되는 벽화에는 계심조로 구성된 건축물(돈황 172굴 북벽 불전도)이 등장하고 있지만, 현존하는 당대의 건물로서 모든 출목에 첨차

가 배치된 순수한 계심조 사례는 아직 없다.

52   五台 佛光寺东大殿, 河北涞源 阁院寺文殊殿, 应县 佛宫寺释迦塔, 太原 晋祠圣母殿(상층), 平遥 文庙大成殿, 太原 晋祠献殿이다.

53   佛宫寺释迦塔의 경우 투심조가 주로 사용되었지만 외2출목 공포로 구성된 4층에서는 계심조가 채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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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건물 71동 중 외부공포에서 투심조가 사용된 사례가 

35동(49.3%)인 것과 비교하면 대조적이다.54

이와 같은 사실은 투심조가 주상포에서는 비교적 쉽

게 계심조로 바뀌었지만 귀포에서는 귀주상포와 귀한대, 

좌우대가 복잡하게 결구되어 계심조로 전개되는데 쉽지 않

았음을 뜻하는 것이다. 귀포에서는 아직 초기형을 유지하

려는 의도가 강하여 계심조로 진행되지 못한 것으로 이해

된다. 앞서 언급한 太原 晋祠圣母殿(상층)과 晋祠献殿의 

귀포는 이와 같은 상황을 잘 보여주는 사례라 할 수 있다.

사두뺄목형과 소공두형식은 이와 같은 배경에서 만들

어진 귀포유형이라 할 수 있다. 이 형식은 귀포의 좌우대가 

주상포와 같은 계심조의 첨차 형식을 유지하면서, 최외단 

첨차에서는 일두삼승 원칙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출목의 좌우대는 병첨이 형성되지 않기 때문에 귀

주상포와 귀한대 사이는 공안이 생략된 사례가 많다.

高平 开化寺大殿(1073년, 그림 20)의 귀포는 사두뺄

목형으로 분류되는 초기의 사례이다. 외2출목 구조로 주상

포는 계심조로 구성되어 있고, 귀포의 좌우대도 1출목에서 

첨차가 구성되어 주상포와 통일성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귀한대와 결구된 좌우대첨차의 뺄목은 사두형으로 되어 있

다. 이는 앞서 살펴본 晋祠圣母殿의 1출목 익형공 뺄목이 

사두형식으로 전개된 것과 같은 양상이며, 귀한대를 중심

으로 좌우대첨차의 시지각적인 분리가 이루어진 점도 이러

한 변화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좌우대의 사두뺄목은 좌우대가 온전한 첨차로

서 구성되지 못하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 같은 문제의식

은 사두뺄목형에서 소공두형으로 변화를 재촉하는 계기가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소공두형은 비록 완전한 첨차형식의 

좌우대를 형성하지 못했지만 좌우대가 첨차로서 인식되는

데 충분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따라서 귀포에서 소공두형이 

가진 의미는 주상포에서 형성된 계심조가 귀포의 출목에서

도 정착했음을 뜻하는 것이다.

앞에서 무앙계의 요대건물이 정형으로 빠르게 진행된 

사실을 살펴보았다. 그에 반해 사두뺄목형과 소공두형은 모

두 하앙계 건물에서 나타난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는 요대

에 무앙계를 중심으로 정형의 귀포를 가진 건물이 다수 출

현한데 반해, 하앙구조에서는 정형을 이루기가 쉽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하앙식 구조의 특성과도 관계가 있지

만 무엇보다 최외단 출목첨차의 일두삼승의 원칙을 유지하

려는 건축 장인들의 의도가 강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이상과 같이 당 말기에 등장하여 요대 초기에 광범위

하게 사용된 익형공은 주상포의 계심조를 선도했으며, 주

상포의 계심조 구성은 형식적 통일성을 추구하며 귀포의 

변화를 요구하였다. 그 결과 귀포에서는 귀한대와 결구된 

좌우대가 익형공의 형식을 차용한 사두뺄목형, 그리고 첨

차형을 차용한 소공두형이 나타났다. 이들은 모두 주상포

의 계심조 구성이 귀포에 영향을 끼친 결과로 해석된다.

3. 외1출목 귀포의 영향 검토

귀포의 변화 요인으로 외1출목 귀포의 영향을 상정

해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일반적인 외1출목의 귀포는 최소

의 출목으로 인해 귀포의 구성 초기부터 일두삼승의 원칙

이 형성되기 어렵고, 외형상 귀포의 정형과 유사한 구성을 

그림 20.  고평 개화사대전

54   비록 외부는 계심조이지만 내부는 투심조를 유지하고 있는 건물이 대상 건물에서 많은데, 이는 하앙의 구조적인 특징과 함께 외부를 화려하게 장식하기 위한 

의도에서 나타난 결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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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외1출목 귀포의 변화 양상

平顺 天台庵大殿 (907년) 长子 布村玉皇庙前殿 (오대 후반?) 泽州 北义城玉皇庙玉皇殿 (1110년)

보이기 때문이다. 이런 귀포 구성이 외2출목 이상의 귀포가 

과도기로 전개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능성

이 제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보통 외1

출목의 귀포는 구성이 아주 간단하여 좌우대의 변화가 거

의 없는 구조로 생각하기 쉽지만 <그림 21>에서 보듯이 좌

우대 구성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확인할 수 있다.

당대의 건물인 平顺 天台庵大殿 귀포의 경우 귀주상

포 살미의 소첨 상부에 외1출목 좌우대첨차는 생략된 채 

단혀만 결구된 간단한 형식이다. 좌우대에 단혀 대신 첨차

가 결구될 수 있지만 단혀가 결구된 것은 당대唐代의 공포

구성 체계를 준수한 결과로 보인다. 이는 1출목 좌우대에 

첨차가 결구된 长子 小张碧云寺大殿의 귀포를 통해서 살

펴볼 수 있다. 건축시기가 오대말로 추정되는 碧云寺大殿

은 외1출목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귀포의 좌우대를 특이하

게 병첨으로 구성하여 일두삼승의 구성원칙도 지키고 있

다. 하지만 출목의 폭이 좁아 병첨의 공안55이 대칭으로 구

성되지 않았고, 출목첨차의 마구리를 빗 잘라 공안을 맞추

고자 하는 의도가 잘 나타나 있다.

이는 『法式』에 규정된 공포재의 길이를 통해서도 살

펴볼 수 있다.56 『法式』에서는 1출목(4포작)인 경우 살미첨

차(화공)의 길이는 최외단첨차(만공)와 같은 72분(分)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3출목이하에서는 화공(살미첨차)의 길이

를 줄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리고 출목의 최대 폭은 30분

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法式』의 규정을 따르면 출목의 

폭과 첨차의 한쪽 길이가 거의 같아지게 된다. 오대말로 추

정되는 碧云寺大殿은 출목 길이에 대한 유동성을 감안하

더라도 1출목 좌우대가 엄정한 병첨으로 형성되기는 어렵

다. 碧云寺大殿의 현재 귀포의 구성에서 다소 어색한 부분

이 있지만, 당시 건축 장인들이 좌우대를 바라보는 관점을 

잘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이다.

이와 같은 한계는 이후 泽州 北义城玉皇庙玉皇殿의 

좌우대와 같이 귀주상포를 중심으로 다소 변형된 일두삼

승의 원칙을 보이는 형식으로 정리된다. 玉皇庙玉皇殿의 

좌우대는 귀한대와 귀주상포 사이에 공안을 표현하는 방

식으로 첨차의 형식을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좌우대는 귀

주상포와 귀한대에서 일두삼승의 원칙을 동시에 만족시킬 

수 없는 한계가 있으며, 이후 출목사이에 있는 좌우대의 공

안도 의미를 잃고 사라지게 된다.

따라서 1출목 좌우대의 시기적 변천과정을 보면, 平顺  

天台庵大殿과 같이 출목의 좌우대가 단혀로만 구성된 것

이 시기적으로 선행되고, 귀주상포가 상부에 위치한 좌우

대첨차를 받는 구조로 좌우대에 공안이 있는 형식이 그 뒤

55   『法式』에서는 귀포에 사용되는 열공列栱(병첨)에 소안小眼을 만들 수 있다고 하였는데, 소안은 송대 귀포에 결구되는 열공인 소공두의 공안을 뜻한다(김도경·

주남철, 1994, 「송 『영조법식』 <대목작제도> 주해(2)」 『건축사』 11, p.74, p.78). 碧云寺大殿의 귀포에 있는 작은 공안과는 차이가 있다. 

56   오대 건축으로 추정되는 碧云寺大殿의 출목을 송대의 기술서인 『영조법식』에 직접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따를 수 있다. 하지만 『영조법식』은 이전의 건축기법

을 바탕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법식에서 규정한 치수는 碧云寺大殿의 출목 폭과 좌우대첨차의 길이를 가늠하는 자료는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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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어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좌우대첨차의 출목에서도 

공안이 사라지는 형식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외1출목 건물의 시기적인 분포를 보면, 포괄적 연구

대상 129동 중 1출목의 귀포는 11세기 중반 이후 건물에

서 주로 나타나고 있으며,57 특히 금대의 건물 26동 중 18

동(69.2%)이 1출목 귀포로 다수를 차지한다. 11세기 중반

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미 귀포의 변화가 상당히 진

행되어 사두뺄목형이 주류를 이루고 있었으며, 일부 지역

에서는 정형적인 귀포가 나타나고 있었다. 따라서 1출목 

팔작집이 조영된 시기는 과도기형 귀포를 통해 좌우대 구

성에 대한 재해석의 이루어지던 시기라 할 수 있다. 이같

은 사실은 1출목의 귀포구성이 2출목 이상의 귀포 변천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는 가정에 대한 회의적인 결과라 할 

수 있다. 오히려 좌우대의 일두삼승의 원칙이 약화되어 1

출목 귀포에서도 좌우대가 결구되는 근거를 제공하게 되

고, 결국 외1출목 건물의 영건이 다량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Ⅳ.   귀포의 시기적 변화

귀포의 변화는 공포의 변화와 궤를 같이 하였다. 귀포

를 가진 2출목 이상의 건물은 73동이고, 이 중 초기형을 보

이는 사례는 30동(42.3%)이며, 정형을 이루는 사례는 17동

(23.9%)이었다. 그리고 과도기형에 속하는 귀포는 71동 중 

24동(33.8%)으로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비교적 크고, 

요대에서 금대에 이르기까지 지속적으로 나타하고 있다. 이

는 초기형에서 정형으로 변화하는 과도기가 짧지 않았음

을 반증하는 것이다. 

시기별 귀포 형식의 출현 빈도를 나타내면 <표 3>과 

같다.

표 3.  시기별 귀포의 유형

전체 71동
당 / 오대 
(8동)

북송 / 요 
(33동)

남송 / 금 
(30동)

초기형(30동) 8 16 6

과도기

(24동)

전체 0 11 13

무뺄목형(8동) - 5 3

사두뺄목형(12동) - 5 7

소공두형(4동) - 1 3

정형(17동) 0 6 11

초기형 귀포를 보이는 건물에서는 주상포에서 모두 

투심조가 나타났다. 반면 정형의 귀포를 가진 사례에서는 

주상포가 모두 계심조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것은 주상포

와 귀포의 구성에서 통일성이 중시되었음을 보여준다. 당·

오대의 건물은 모두 초기형을 보이고 있어 초기형의 특징

인 중공조와 일주삼승이 시기적으로 앞서는 공포구성 방식

임을 알 수 있다.

과도기형 귀포의 사례에서 주상포에서는 투심조와 계

심조가 같이 나타나지만 투심조는 5동의 사례에서만 나타

났다. 특히 과도기형 귀포를 가진 투심조 건물 5동 중 4동

에서는 주상포에 익형공이 결구되어 있어 익형공이 투심조

에서 계심조로 진행되는 과도기에 불완전하지만 첨차의 역

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귀포의 변화가 가장 두드러진 시기는 요대 초기라 할 

수 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귀포의 변화는 귀잡이한대

의 출현 및 인접공포와 연계한 귀포의 보강 방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 기법은 동시기에 등장하는데, 시기적으로 

요대 초기인 10세기 중엽에 해당한다.

귀포에 보이는 과도기형의 빈도를 시기적으로 살펴보

면, 북송과 요대에 12동, 남송과 금대에 12동으로 전반기와 

57   좌우대가 공안을 가진 첨차의 형식을 보이는 太谷 安禅寺藏经殿(1001년), 祁县 兴梵寺大殿(1025년)의 사례가 시기적으로 앞서고 있다. 安禅寺藏经殿의 

경우 清대의 기록인 『太谷县志』의 <寺观>에 원대인 延祜三年(1316)에 중수되었다고 하고, 공포의 형식도 송대 초기의 형식과 차이가 많아 원대에 중수되었

을 가능성이 많다. 그리고 兴梵寺大殿의 경우 종도리 묵서명에 ‘宋天圣三年(1025) 創建’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전면에 대액방을 사용하고 사두위에 운공

을 부가하는 등 송대 초기의 결구기법과 차이가 많고, 清康熙二十六年(1687)에 현 위치로 이건 되는 등 창건 이후에 많은 변형이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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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대 남선사대전 (초기형, 당대) 2.내원 각원사문수전 (무뺄목형, 요대) 3. 평순 용문사대전( 사두밸목형, 북송)

4. 삭주 숭복사관음전 (소공두형, 금대) 5. 양성 개복사헌전 (정형, 금대) 6. 홍동 수신묘명응왕전 (정형, 원대)

그림 22.  각 시대별 귀포 좌우대의 변천 과정 

후반기에 같은 수를 보인다. 하지만 귀포의 변화가 많은 북

송과 요대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무뺄목형은 8동 중 6동으

로 나타나고, 사두뺄목형은 13동 중 5동, 소공두형은 4동 

중 1동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과도기에 나타나는 각 유형에

도 시기적인 선후관계가 있음을 보여준다. 시기적으로 나

누어 보면 무뺄목형은 11세기에 주로 나타나며, 사두뺄목

형은 11세기~12세기에, 소공두 형식은 12세기 초기에 주로 

나타나고 있다. 즉, 무뺄목형에서 사두뺄목형, 소공두형으로 

전개되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소공두형은 12세기 초의 기술서인 『法式』에서 

언급되고 있지만 현황 조사에서는 4동으로 나타났으며, 

모두 『法式』이 제정된 이후의 사례들이라서 주목된다. 이

는 『法式』이 고대 건축기법을 참고로 하였지만 최신의 건

축기법도 제시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것은 소공두형

이 『법식』의 제정 이후인 금대와 원대, 명대까지 지속적으

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소공두형이 오

랫동안 유지된 이면에는 최외단 좌우대에 첨차구성의 기

본조건인 일두삼승의 원칙이 유지되고 있었기 때문으로 

이해된다.

귀포에서 정형을 보이는 사례는 모두 17동이며, 그 중 

11동이 남송과 금대에 편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귀포의 

유형 변화로 유추해본다면 시간적 범위를 원대 이후로 확

대할 경우 원대에는 정형이 더 많은 빈도를 보일 것으로 사

료된다. 정형은 과도기의 소공두형과 함께 원·명대까지 공

존하지만 청대의 『공정주법칙례工程做法則例』에서 좌우대의 

모든 사두가 통일성을 보이는 완전한 정형이 귀포의 유형으

로 정립된다. 이로써 요대에서 시작된 귀포의 통일성은 과

도기를 통해 좌우대의 형식적 검증과 재해석이 이루어진 

이후 원·명대를 거쳐 새로운 형식적 통일성과 규범을 완성

하였다고 볼 수 있다.

 Ⅴ.   결론

목조건축에서 귀포는 상부의 추녀와 지붕의 하중을 

지지하는 중요한 공포로서 주상포보다 더욱 중요하게 취급

되었다. 하지만 당대이후 고대 건축 장인들이 중요시 한 첨

차의 일두삼승(삼소로) 원칙과 살미첨차의 중공조 구성, 그

리고 공포의 통일성을 추구하던 고대의 건축 구성 방식은 

귀포의 변화에 많은 제약이 되었다. 즉, 귀포를 구성함에 있

어 구조적 합리성과 함께 좌우대는 전승되어온 삼소로(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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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삼승) 원칙을 지키고, 살미첨차는 중공조를 유지하여야 

했다. 주상포의 변화는 귀포에 영향을 미쳤으며, 그 결과 귀

포의 좌우대는 다양한 형식으로 전개되었다. 따라서 귀포

의 변화과정은 고대 건축 장인들이 좌우대첨차에 대한 일

두삼승의 첨차 구성원칙을 새롭게 재해석 및 정의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이 논문은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중점문물보호단위

에 속하는 당~금대까지의 고건축을 대상으로 귀한대의 변

화양상에 주목하여 귀포의 변천 과정을 고찰하고, 그 원인

을 밝히고자 한 것으로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좌우대의 양상에 따른 귀포의 형식은 크게 3종류로 구

분할 수 있다. 좌우대가 일두삼승의 첨차 구성 원칙을 

잘 유지하는 유형(초기형)에서 첨차 구성 원칙이 새롭게 

정리되어 귀포의 각 출목에서 좌우대와 사두가 결구되

는 유형(정형)으로 전개되어 왔으며, 이 과정에서 좌우대

의 다양한 형식(과도기형)이 나타났다.

2.   과도기형은 홀수단 좌우대가 귀한대에 면하여 좌우대의 

뺄목이 형성되지 않는 유형(無뺄목형)에서 좌우대의 뺄

목이 사두와 같은 유형(耍頭뺄목형), 그리고 좌우대의 

뺄목이 소공두와 같은 유형(小栱頭형)으로 세분되었다.

3.   귀포의 변화는 요대遼代에 나타난 귀포의 구조적인 보강

재인 귀잡이한대(抹角栱) 및 이 시기에 전개된 투심조에

서 계심조로의 이행이 직접적인 원인으로 나타났다. 귀

포의 변화는 무앙계 건축에서는 빠르게 진행되었지만 하

앙계 건축에서는 사두뺄목형과 소공두형을 거쳐 비교적 

서서히 변화했다. 

4.   정형의 귀포 형성에 대한 외1출목 귀포의 영향을 검토한

바, 외1출목의 귀포구성이 귀포의 정형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오히려 귀포의 정형화 과정에서 좌우대의 일

두삼승의 원칙이 약화된 결과로 외1출목 팔작집이 다량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5.   귀포의 유형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초기형은 당·오대에 

주로 나타나며, 과도기형 중 가장 선행하는 무無뺄목형

은 요대와 북송대에, 사두耍頭뺄목형은 금대초기와 북송

대에 많이 사용되었다. 소공두小栱頭형은 남송대와 금대

후기를 거쳐 원대까지 지속되었다. 귀포의 정형은 비록 

요대에 무앙계에서 형성되었지만 하앙계까지 폭넓게 적

용된 시기는 원대이후로 추정된다.

위와 같은 결론에도 불구하고 이번 연구는 다음과 같

은 한계를 안고 있다. 중국의 원대 이전 중점문물보호단위

에 대한 전수조사가 되지못한 점과 시간적 범위를 원대 이

전으로 한정함으로써 귀포의 변화 과정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한 점이다. 원대 이후의 귀포에 대해서는 차후에 기회가 

된다면 추가로 고찰하고자 한다.

귀포가 건축에서 가진 구조적 중요도와 건축사적으

로 주상포보다 공포의 변화를 더욱 잘 보여주는 시대성을 

생각한다면 귀포에 대한 연구는 간과할 수 없는 분야이다. 

동양 삼국의 목구조는 서로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주체

적 발전을 하였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하지만 고려시대의 

건축 유구가 소수에 불과한 우리의 현실에서 중국의 귀포

변화를 고찰함으로써 고려 이전의 공포 구조에 대한 실마

리를 찾고, 고려 이후 우리 건축의 고유한 특성을 고찰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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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research has studied the changes of Gwi-po(轉角包) by taking the cases of China’s medieval wooden 

buildings as objects.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amine the time-periodic transition process of Gwi-po 

through the cases of 71 wooden buildings which were built from Tang(唐) dynasty(AD 618~690 & 705~907) 

until Jin(金) dynasty(AD 1115~1234) and also designated as ‘Major Historical and Cultural Sites Protected at the 

National Level’. This research has taken note of various frame types of Jwau-dae(左右隊), which are architectural 

components of Gwi-po, to study the changes and development process of Gwi-po. The results are as follows.

An important factor in the transformations of Gwi-po format is the changes in perception of the craftsmen 

about Jwau-dae, who took charge in the building process. In the early periods, the principles of Yidou sanshen 

dougong(一斗三升) in constructing ancons of Gwi-po had been well-maintained, while there appeared many 

different types of Gwi-po in later periods, due to the usage of Jwau-dae and Shuǎ tóu(耍頭) in each Chulmok of 

Gwi-po. Transitional types of Gwi-po, which were evolved from the earlier ones, are divided into 3 categories 

by different forms of Jwau-dae, placed on odd number stages. The first one is ‘none-fāng tóu(無枋頭) type ’ of 

Song(AD 960~1127, 1127~1279) and Liao dynasty(AD 907~1125) buildings, which doesn’t have fāng tóu(枋頭)

s, for the reason that Jwau-dae(左右隊) is in direct contact with Gwihan-dae(耳限大). The second one is ‘Shuǎ tóu 

fāng tóu(耍頭枋頭) type ’ of Song(AD 960~1127, 1127~1279) and Jin dynasty(AD 1115~1234), that has fāng tóu(枋

頭)s of Jwau-dae(左右隊) identical to Shuǎ tóu(耍頭) in form. The last one is ‘Xiǎo gǒng tóu(小栱頭) type ’ of Jin(AD 

1115~1234) and Yuan dynasty(AD 1271~1368), which has fāng tóu(枋頭)s of Jwau-dae identical to Xiǎo gǒng 

tóu(小栱頭) in form.

The earlier forms of Gwi-po, which appeared between Tang dynasty(AD 618~690 & 705~907) and Five 

Dynasties periods(907~960) went through transitional forms of ‘non-fāng tóu(無枋頭) type ’, ‘Shuǎ tóu fāng tóu(耍頭

枋頭) type ’ and ‘Xiǎo gǒng tóu(小栱頭) type ’ and finally had its form settled between Yuan(元, AD 1271~1368) and 

Ming(明. AD 1368~1644) dynasty periods. In Liao(遼) dynasty period(AD 907~1125), as the buildings got bigg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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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tendency of longer eave-exposure was implemented, there grew a certain need to structurally reinforce 

Gwi-po, on which load of the whole roof is concentrated.

Especially, the transition from Tōuxīn zào(偸心造) style to Jì xīn zào(計心造) style in this period had a great 

influence on standardization of Gwi-po, along with None-Áng(無仰) style. Furthermore, Wing-type Gong(翼型栱), 

which developed in Liao dynasty(AD 907~1125), is also thought to have had a great influence on the transition 

from Tōuxīn zào(偸心造) style to Jì xīn zào(計心造) style by changing the forms of Gongs(栱), such as Gwi-po. 

However, unlike None-Áng(無仰) style, there occurred a gradual change from ‘Shuǎ tóu fāng tóu(耍頭枋頭) type ’ 

to ‘Xiǎo gǒng tóu(小栱頭) type ’ of Gwi-po in Xià áng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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