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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우리나라 공포양식(栱包樣式)의 초시적인 모습이라 할 수 있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묘사된 공포도(栱包圖)를 북방 주변

국가와의 문화적 교류와 천도(遷都)에 따른 지역·시기·형상별로 고찰하고 유형별로 체계화 정립을 주 내용으로 한다.

고구려 고분벽화에 묘사된 공포는 지상에서의 묘주가 통치자로서 군사·행정·정치·사회적으로 누렸던 지위나 신분에 따른 

옥사(屋舍)의 제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묘주 생전 지상가옥의 공포형태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이며, 지상에서의 실제 

공포 출현시기는 고분 축조 편년보다 최소한 1세기 이상 앞선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이는, 고구려 지상에서의 공포출현시기와 관련

하여, 공포가 묘사된 중국 동한기(東漢期) 고분(古墳) 내 가형명기(家形明器)와 화상석(畫像石)·화상전(畵像塼)의 제작시기와도 

대체로 일치한다는 점에서도 추정을 이해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고분벽화에 묘사된 공포도는 비포작계, 준포작계, 포작계로 대별되고, 포작계는 비출목형과 출목형으로 세분하였다.  

또한 고구려 공포는 한(漢) 이후 같은 동이족인 북위(北魏)로부터 유입되었으며, 고구려 풍토와 정서에 맞도록 토착화되어 고유한 

고구려 형식의 공포체계로 발전·확립되었다. 고구려 멸망(668) 이후 이러한 기법은 문화적 교류 및 망명인들에 의해 주변국에서 그 

맥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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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우리나라 건축의 초시적인 공포형식과 체계는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그 모습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리고 이에 대

한 연구는 남·북한과 중국·일본에서 1950년대 이후 지속

적으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 역시 기 선행연구 토대 위에서 

우리나라 고대건축 공포형식의 분류를 체계화시키고자 하

는 연구이다.

그러나 기존 선행연구에서는 작체형(雀替形)과 같은 

중국의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시기적으로 늦은 시기에 

출현한 익공이라는 용어의 사용, 백제건축양식에서 확인되

는 하앙식과의 결구사용 등은 이미 토착화된 고구려 옥사 

관련 공포형식과는 다소 거리가 있어 보인다. 또한 주두가 

공포 구성의 기본요소로 포작계로 구분되어야 함에도 불구

하고 비포작계의 구성요소로 분류하는 것은 구성상 다소 

미흡하다고 할 수 있다. 

그밖에 우리나라 고대건축의 공포양식이나 기법에 대

하여 선학들은 고대유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전대(前代)의 

양식이나 기법을 바탕으로 대륙에서 유입된 양식과 기법을 

가미하여 발전하였다는 매우 일반적인 입장을 견지하고 삼

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 큰 변화없는 양식이 지속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러나 고구려식 공포형식은 주변국

의 건축에까지 전달되어 나라와 지역 풍토 및 정서에 맞는 

공포형식으로 발전하고, 진일보하였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궁극적으로 우리나라 건축물 공포의 시원

을 이루는 고구려 고분벽화에 묘사된 공포형태가 고구려에

서 체계적으로 토착화된 형식이며 우리나라 고대건축 공포

체계의 공포체계임을 밝히는데 중요한 목적이 있다.

민족성이 강한 고구려인들의 문화에 대한 주체의식은 

중국과 분명히 다른 차별화된 건축의 공포형식에서도 잘 

나타나 있다. 우리나라 건축의 공포양식에 대한 연구는 고

분벽화에 묘사된 공포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에서부터 출발

한다고 할 수 있다. 아무쪼록 본 연구가 건축역사연구의 활

성화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Ⅱ. 연구의 방법과 내용

1. 문헌적 고찰

고분벽화 공포도의 연구는 남·북한간 군사적 대치라

는 특성상 직접적인 답사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므로 

주로 남·북한의 고구려 고분벽화 관련 연구자들에 의한 관

련 자료와 사진, 논문 및 발굴을 통한 연구 성과물을 본 연

구의 주요자료로 하였으며, 그밖에 관련 자료집과 주변국의 

서적 및 인터넷 자료를 참고하였다. 

그 동안 벽화고분의 축조편년은 주로 벽화내용과 지역

에 따라 고고학에서 축조편년을 추정하였으며 선행연구마

다 다소의 편차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

성과물을 참고하면서 고분벽화에 묘사된 공포양식1을 건축

역사의 발전사적 측면에서 비교·고찰하여 선후관계를 기술

하는 일반적이고 계통사적인 서술방법으로 시대편년을 기

술하였다.

고구려의 벽화 중에서 축조 연대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고분은 375년의 묵서명을 지닌 안악3호분과 역시 408년의 

묵서명을 지닌 덕흥리고분 두 개 정도이다. 여타 고분은 절대 

편년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축조년도가 확실한 두 고분을 기

준으로 무덤의 구조와 벽화의 주제 등을 비교하여 추정하게 

된다. 다음은 관련 기존 연구성과물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고구려의 벽화고분은 주제의 변화추이에 따라 크게 

전기·중기·후기2 세 시기로 나누는 것이 일반적이다. 

전기는 3C말에서 5C초에 걸치는 기간으로 고구려의 

영토가 크게 확장되는 시기와 맞물린다. 인물, 생활풍속도

가 벽화의 주제이며, 주요고분으로는 집안의 집안12호분과 

1 본고에서 양식은 형식과 같은 의미로 사용하였다.

2 본 논고에서는 전기·중기·후기는 각각 전·중·후로 전기는 초기 혹은 초로, 후기는 후 또는 말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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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의 팔청리고분, 약수리고분, 덕흥리고분, 전동명왕릉, 안

악1호분, 감신총, 안악3호분, 산연화총, 연화총, 용강대총, 만

보정, 평양역전고분, 태성리2호분, 복사리고분, 태성리1호분, 

고산동7호분, 고산동10호분, 동암리고분 등이다.

중기는 5C중엽에서 6C전반에 걸치는 시기로 평양 천

도 이후에 해당한다. 인물, 생활풍속 주제에다 집안지역은 

장식무늬 주제가 추가되고, 평양지역은 사신도 주제가 추가

된다. 주요고분으로는 집안의 장천1호분, 장천2호분, 각저총, 

무용총, 삼실총, 집안 산성하 332호분과 983호분, 통구12호

분 등과 평양의 수산리고분, 안악2호분, 장산동1호분, 환문

총, 요동성총, 천왕지신총, 마선구1호분, 산성하983호분, 대

안리1호분, 쌍영총, 귀갑총, 수렵총, 덕화리1호분, 덕화리2호

분, 진파리4호분(평강공주와 온달장군묘로 추정), 우산리2

호분 등이다.

후기는 6C중엽에서 7C중엽 고구려의 망국(668)시기

까지로 사신도가 벽화의 주제이다. 주요고분으로는 집안의 

집안5호분 4호묘, 집안 사신총과 평양의 호남리 사신총, 개

마총, 진파리1호분, 통구 사신총, 집안 5호분, 내리1호분, 강

서 중총, 강서 대총, 요동 성총, 장산동1·2호분, 고산리1호

분, 고산리9호분 등이다.

2. 유구고찰

고분벽화는 중국 한(漢)시대 산동성 지역을 중심으로 

성행한 석관(石棺) 등에 그림을 새긴 후 채색하지 않은 화

상석(畫像石)에서 고분벽화의 기원을 찾을 수 있다. 이후 

전축무덤의 화상전(畵像塼)으로 발전하였으며, 고구려에서

는 3세기 초 만보정1368호 고분에서 최초로 벽화가 그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동아시아 고분벽화의 발달은 고구려를 중심으로 북

위(北魏)·북제(北齊) 등 북방민족에 의해 주도되었다. 특히 

벽화고분의 전성기인 5C 이후 고구려를 통해 북조(北朝)의 

고분이 새롭게 축조되어 고구려는 북방민족의 고분벽화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고 할 수 있다. 북방 고분벽화의 특징

은 고유한 민족적 요소, 서역적 요소, 종교적 요소 등이 강

하게 묘사되었다.

본 연구는 고구려 고분벽화 중 공포도가 묘사되거나 

쌍영총, 안악3호분, 덕흥리고분, 천왕지신총, 태성리1호분, 

마선구1호분, 팔청리고분, 대안리1호분처럼 실제로 적용된 

고분만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여 고찰하였다. 고찰방법은 

공포 구조형태상 가공이나 제작방법 및 조립의 난이도에 

따른 일반적인 발전단계 과정에 따라 시대편년을 재구성하

였으며 기존의 고분주제와 축조편년을 함께 기술하였다. 또

한 고분에 묘사된 건축공포도와 관련하여 고구려와 시공

간적으로 직접적인 문화교류를 활발하게 유지한 동일 생활

문화권인 북방의 중국 한(漢)과 북조(北朝)에서 고분(古墳)

에서 출토된 가형명기(家形明器)와 화상석(畵像石), 화상전

(畵像塼)에 묘사된 두공(枓栱)3을 비교·분석하였다.

그림 3.  후기 고분벽화(국립문화재연구소,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탈).

그림 2.   중기 고분벽화(국립문화재연

구소,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탈).

그림 1.   전기 고분벽화(국립문화재연

구소, 문화유산 연구지식포탈).

3 중국과 우리나라 고대건축에서는 오늘날의 공포(栱包)를 두공(枓栱 혹은 斗栱)이라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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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분석

고구려 고분벽화에 묘사된 공포도에 대한 선행연구는 

주로 남북한 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북한학자로는 한인

호, 김영숙, 리화선 등이 대표적이며 남한에서는 김동현, 김

정신, 박재평, 김도경, 김버들 등이 있다. 그밖에 유사한 많

은 관련논문이 있으나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 제외하였다.

한인호(1997)는 논문 「고구려 고분벽화를 통해 본 고

구려 건축에 관한 연구」에서 포작계의 포식, 익공식과 비포

작계의 주두형으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대별하고, ‘고구려

두공의 유형’4을 1류형, 2류형, 3류형 등 3가지 유형으로 구

분하였다. 그러나 익공이란 용어 사용은 익공양식의 출현시

기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구조형식상 가구재로 분

류되는 인자합장(人字合掌)을 공포의 범주에 포함시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김영숙(1988)은 논문 「고구려무덤벽화에 그려진 기둥

과 두공 장식에 대하여」에서 두공장식의 유형을 층계형 주

두형식, 익공식 두공형식, 포식 두공형식으로 대별하였다. 

층계형 주두형식은 1층·2층·3층·4층 및 연꽃 주두형식으

로 세분하고, 익공식 두공형식은 기둥 위 접시받침 위에 주

두를 1층·2층·3층 및 연꽃 주두형식과 괴수 주두형식으로 

구분하였다. 공포의 구조형태를 발전단계별로 파악한 견해

로 판단된다. 그러나 기둥 위에 주두를 겹쳐 포개 놓은 형

식을 기준이나 명분없이 익공식이라 하여 혼란을 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일반화된 익공식과의 구분에 대한 설명이 

없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리화선(1989)은 논문 「벽화두공을 통해 본 고구려건

축물의 두공」에서 고구려벽화의 두공들을 Ⅰ유형(고임목 

혹은 주두형), Ⅱ유형(홑첨차형), Ⅲ유형(겹첨차형)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이는 앞에 기술한 두 연구자보다 발

전된 논리적 기술이나 한 고분에 형식을 달리하는 공포구

조형태나 시기에 대하여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고 있으며 

포작계의 첨차 위 중앙에 놓이는 큰 양갈소로를 사갈소로

로 이해하고 출목형 포작계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였다.

김동현(1987)은 고구려 공포유형을 주두(柱頭)만 있

는 것, 이두식(二斗式), 삼두식(三斗式), 중복이두식(重複二

斗式), 무두익공식(無斗翼工式) 등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하

여 주두를 기준으로 기술한 점이 돋보인다. 그러나 고분벽

화 공포도에는 주두로 보기 어려운 받침목 수준에서 주두

형 받침목으로 발전하는 과정을 간과(看過)한 문제점이 있

으며, 공포구성은 주두가 가장 기본적인 구성요소이지만 

주두 위에 구성되는 첨차·소로 혹은 첨차·첨차살미5·소로

가 필수적인 구성요소임을 고려하는 경우 더욱 그렇다. 익

공식은 기둥머리에서 주두 위 수평재로 직교하여 보방향으

로 설치되는 부재나 우주쪽 측면 창방뺄목으로 조선시대 

출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공포양식이나 고구려 공포양식

으로 분류한 것은 매우 혼란스러울 뿐만 아니라 첨차살미

가 설치되어 이출목을 구성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요동성총

과 같은 포작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김정신(1998)은 논문 「壁畵古墳을 통해 본 高句麗 木

造建築에 대한 考察」에서 벽화를 통해서 보이는 두공 형

식을 주두식, 무두익공식, 일두이승식, 일두삼승식, 중복삼

승식 등 크게 5가지로 분류하였다. 이러한 분류는 김동현

의 분류체계를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포의 발전 과

정상 받침목은 주두의 전단계 부재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

직하나 환문총에서 묘사된 기둥 상단에 끼워진 것을 익공

식이라고 하여 용어상 혼란을 주는 문제점과 일주두이승식

과 일주두삼승식의 과도기적인 중간단계를 설명하는데 어

려움이 있다.

박재평(2002)은 학위논문 「한국고대건축 구성요소의 

특징에 관한 연구 -4세기에서 9세기의 건축유구를 중심으

로-」에서 공포계와 민도리계로 구분하고 공포계를 주두형, 

층단형, 작체형, 이두형, 삼두형, 이중삼두형 등 7가지 유형

4 한인호, 1995, 『조선 중세 건축유적연구』, 사회과학출판사, p.104.

5 첨차살미는 주심포계 양식의 포작에서 도리방향의 첨차와 보방향의 살미가 동일한 형상인 경우, 첨차같이 생긴 살미라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그러나 최근

에는 다포계 건축의 포작에서 첨차의 형상과 살미의 형상이 다른 경우에도 기준없이 사용하는 잘못을 무분별하게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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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세분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분류방식은 포작계 공포

의 개념상 주두·첨차·소로 혹은 주두·첨차·첨차살미·소

로가 필수요건임을 고려하는 경우, 그 기준이 모호하고 필

요 이상으로 분류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중국식 표기법을 

여과없이 그대로 소개하는 등 구성상의 문제점이 있다.

김도경(2003)은 공포계와 민도리계로 구분하고 공포

계는 주두형, 층단형, 작체형, 이두형, 삼두형, 출목초기형 

등 7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층단형을 주두+단장혀 혼합

형과 단장혀중첩형으로, 삼두형을 단일첨차형과 이중첨차

형으로 세분하였다. 공포계에 출목초기형을 추가하는 등 

보다 진전된 것으로 보이나 박재평의 분류법을 충실하게 

따른 것으로 역시 기준이 모호하고 필요 이상으로 세분화

되었으며 중국식 표현을 여과없이 사용하는 문제점이 있다. 

김버들(2001)은 학위논문 「高句麗 古墳壁畵에 나타

난 建築要素에 關한 硏究 -日本古代寺刹과 比較하여-」에

서 쌓는 식과 끼우는 식으로 분류하고 이를 포작계와 비포

작계로 재분류하였다. 특히 층단형과 주두형을 비포작계로 

분류하였으나 발전단계별로 체계적인 분류를 확립하는 데

는 다소 미흡한 점이 있다. 

상기 여러 선학의 연구를 살펴본 결과, 선학 연구자들

의 연구방법과 기준은 서로 다른 기준과 입장에서 기술되

었다고 할 수 있으나 공포의 분류 기준방법이 모호할 뿐 아

니라 고고학적 입장을 전제로 단순히 형식을 분류하고 필

요 이상으로 분류를 나열한 문제점이 있어, 공포의 발전과

정을 단계별로 분류하는 체계적인 방법에는 다소 미흡하다

고 할 수 있다.

상기 여러 선행연구에 대한 분석을 도표로 정리하면 

아래과 같다(표 1).

표 1. 선행연구 비교분석표

공포분류 문제점

한인호

(1997)

  ● 비포작계
  ● 익공계
  ● 포작계

① 익공계라고 하여 용어상 혼란 야기

② 가구재인 소슬합장을 공포부재에 포함시킴

김영숙

(1988)

  ● 층계형
  ● 익공식
  ● 포식

① 익공계라고 하여 용어상의 혼란 야기

② 장식문양을 중심으로 세분화시킴

리화선

(1989)

  ● 주두형
  ● 홑첨차형
  ● 겹첨차형

① 공포형식을 부재 중심으로 기술하는 한계를 지님

② 주두 전 단계를 주두에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함

③ 해석상의 오류를 범함

김동현

(1987)

  ● 주두만 있는 것
  ● 이두식
  ● 삼두식
  ● 중복이두식
  ● 중복삼두식
  ● 무두익공식

① 발전단계상 주두 이전의 받침목을 주두에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함

② 공포를 형식별로 분류하기보다는 각기 다른 형상을 그대로 나열 기술함

③ 주두(두)와 소로(승)의 용어 사용 혼란. 이두식은 이승식으로, 삼두식은 삼승식으로 고쳐야 함 

④ 무두익공식 사용으로 용어상의 혼란 야기

김정신

(2003)

  ● 주두식
  ● 무두익공식
  ● 일두이승식
  ● 일두삼승식
  ● 중복이승식

① 기본적으로 김동현의 이론을 따름.

② 무두익공식 사용으로 용어상의 혼란 야기

③ 일주두이승식과 일주두삼승식의 과도기적인 중간단계를 설명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박재평

(2002)

  ● 공포계(주두형·층단형·작체

형·이두형·삼두형·이중삼

두형)
  ● 민도리계

① 분류기준 모호함

② 비포작계 구성부재를 포작계로 포함시킴

③ 출목형 포작계 설명 미흡

④ 공포를 형식이 아닌 각기 다른 형상대로 나열 기술함

⑤   중국식 용어 그대로 표현(토착화시킨 고구려식 공포에 대한 주체의식 결여, 학문적 사대주의성 표

현 오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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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구려시대 고분벽화 공포도의  

고찰과 이해

고구려의 묘실내 공포도는 묘주(墓主)인 피장자(被葬

字)가 생전에 살았던 건물을 회화적(繪畵的) 혹은 사실적

(事實的)으로 묘사한 것으로 피장자의 통치와 관련하여 군

사·행정·정치·사회적 신분이나 지위와 밀접한 관련을 갖

는다. 또한 묘실 특히 안칸(玄室)에 두 가지 이상의 공포양

식이 혼용된 것은 묘주의 신분이나 지위에 의한 옥사(屋舍)

의 제한 혹은 묘주의 건축관과 종교관 및 건물의 기능이나 

용도의 위계에 따라 다르게 적용한 것으로도 생각해볼 수 

있다. 묘실 내 공포도는 발전의 정도에 따라 비포작계와 준

포작계 및 포작계로 나누고 포작계는 비출목형과 출목형으

로 세분(細分)하였다. 

비포작계(非包作系)는 기둥머리 상부에 길이가 서로 

다른 받침목이 층단을 이루며 역제형(逆梯形)으로 올려 포

개지거나 양갈튼 기둥머리에 받침목을 끼우는 경우, 주두

형(柱頭形) 받침목을 올려놓는 경우를 말한다. 이때 받침

목 부재를 첨차로 이행하는 발전과정의 이른 단계의 부재

로 볼 것인지 아니면 순수한 받침목으로만 볼 것인지에 대

해서는 견해가 양분되나 발전단계상 전자(前者)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고 보인다.

준포작계는 포작계의 전단계로 단지 기둥머리에 완벽

한 주두(柱枓)의 부재만이 놓이거나 천장가구로 人자대공

이 놓이고 그 위에 양갈소로가 놓여 장여와 같은 부재를 

끼워 상부 하중을 받는 경우 등을 말한다.

포작계(包作系)는 건물면에 직각방향으로 삽공(揷栱)

이나 첨차살미와 같은 부재의 사용에 따라 비출목형과 출

목형로 구분된다. 비출목형은 기둥 위에서 도리방향으로만 

첨차와 소로에 의해 1단 이상이 포개진 채 놓이거나 그 위

에 人자합장6이 표현되어 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경우이다. 

출목형은 기둥머리 혹은 기둥머리에 놓이는 수평부재 상부

에 주두가 놓이고 그 위에 도리방향의 첨차뿐만 아니라 보

방향으로 첨차살미가 교차되어 십자 반턱맞춤으로 결구된 

채 소로로 결구되는 한 조(組)가 수직으로 1단 이상 포개

지는 출목(出目)을 형성하여 설치되는 경우이다. 

리화선은 그의 논문에서 “고구려 안악궁7에서와 같

이 길이 50m 혹은 80m나 되는 대규모 건물에서 4~5m나 

되는 처마길이를 돌출시키자면 큰 규모의 두공이 있어야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하앙재의 사용을 제시하였다. 그러

나 건물의 길이가 길다고 해서 처마길이가 4~5m가 된다고 

한 주장은 목재의 특성과 가구구성상 역학적으로 무리이

6 대공(臺工)은 조형적으로는 보 위에서 상부의 도리를 지지하는 부재를 말하고, 구조적으로는 절점을 통해 상부하중을 직접지지, 전달하는 수직부재를 말한다. 

합장(合掌)은 부재의 형상을 보고 붙여진 용어 혹은 명칭으로 일반적으로 보조재로 쓰이는 솟을(소슬)부재를 총칭한다.

7 리화선, 1989, 「벽화두공을 통해 고구려 건축물의 두공」 『조선고고연구』 제3호(루계 제72호),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조선고고학연구, p.41; 윤장섭은 하앙

구조에 대하여 “하앙의 구조법은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부정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윤장섭, 1977. 4, 「한국건축 목조공포형식 발전과정 고찰 -고

대두공의 기원과 발전에 관하여-」 『건축』 대한건축학회지 21권 75호, 대한건축학회, p.43.

공포분류 문제점

김도경

(2003)

  ● 공포계(주두형·층단형·작체

형·이두형·삼두형·출목초

기형)
  ● 민도리계

① 분류기준 모호함

② 비포작계 구성부재를 포작계로 포함시킴

③ 출목형 포작계 설명 미흡

④ 공포를 형식이 아닌 각기 다른 형상대로 나열 기술함

⑤   중국식 용어 그대로 표현(토착화시킨 고구려형식 공포에 대한 주체의식 결여, 학문적 사대주의성 

표현 오인)

김버들

(2001)

  ● 포작계
  ● 비포작계(층단형·주두형)

① 주두를 비포작계로 포함시키는 오류를 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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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첨차 중앙에 놓이는 주두처럼 큰 양갈소로를 사갈소로

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하고 포작계에 쓰이는 첨차형은 모

두 출목을 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은 무리한 해석으로 보인

다. 각 사례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묘실 내에 벽화 공포뿐만 아니라 실물의 부재를 

설치하는 경우로 기둥과 인자대공이 있다. 묘실 내에 실물

의 기둥이 설치된 사례로는 안악3호분, 태성리1호분, 팔청

리고분, 쌍영총 등이 있으며, 기둥은 일반적으로 주두 밑부

분에서 배흘림기둥, 흘림기둥, 두리기둥(4각, 8각)으로 표현

되었다. 인자대공은 덕흥리고분과 천왕지신총에 실물이 설

치되었다.

1. 비포작계(非包作系) 사례분석 

집안 만보정1368호

분(集安 萬寶汀 1368號

墳)은 전기 벽화시대(3C

말~5C초)로 인물, 풍속

도가 주제이며 고분축조

는 3C중~4C중(김영숙) 

혹은 4C중(전호태)에 축

조된 것으로 추정된다. 묘실 내 공포는 기둥 위에는 길이가 

차이 나는 두 단의 받침목을 사용하여 상부의 하중을 받도

록 하였다. 이러한 유형은 고구려건축 초기에 보이는 비포

작계 양식이다. 이는 묘주가 생전에 생활하던 건물을 위계

에 따라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묘주의 군사·행정·정

치·사회적 신분과도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이러한 형식은 

AD150~250년에 일반적인 고구려 지상건축의 모습으로 해

석되며 남포 대안리1호분보다 이른 시기로 평가된다.

남포 대안리 제1

호분(南浦 大安里 第一

號古墳)은 중기벽화시

대(5C중~6C전)로 인

물, 생활풍속도와 사신

도가 주제이다. 고분축

조는 5C중기로 추정된

다. 기둥머리 상부는 포

작계 공포가 사용되지 않고 기둥 상부에 도리나 보와 같은 

수평재를 기둥이 직접 받치는 가장 단순한 구조형태로 묘

사되었다. 기둥-보구조체계와 같은 비포작계 구조방식은 상

투걸이 혹은 후대의 민도리계로8 발전한 초시적인 모습으

로 추정해 볼 수 있다. 고분축조 추정시기와 공포형식이 일

치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공포양식이 일부만 묘사된 것으

로 보아야 한다. 대안리1호분에 나타나는 전각도(殿閣圖)

는 우진각지붕으로 보고서에 의하면, 천장 모서리마다 실

물의 인자대공(人字臺工)이 설치되었다.9 또한 천왕지신총

과 같이 천장 구조에서 45° 방향으로 돌출한 부재는 후대

의 귓보와 귀한대로 볼 수 있다10는 점에서 천왕지신총(5C

중 축조)과 거의 같은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런 맥락에서 남포 대안리 1호분은 비포작계와 준포

작계가 동시에 쓰인 것으로 보인다. 

평양 덕화리1·2호분(平壤 德花里一·二号墳)은 중기 

벽화시대(5C중~6C전)로 인물, 생활풍속도와 사신도가 주

제이다. 고분축조는 5C후(전호태 2008) 혹은 6C초(김영숙 

1988)로 추정된다. 1호분은 양갈튼 기둥머리에 하나의 받침

목이 통맞춤으로 끼워진 채 상부하중을 지지하도록 묘사되

어11 고분축조 추정시기나 벽화 주제와도 일치하지 않는다. 

그림 5.   남포 대안리 1호분 

(김버들 2001: 76, 재인용).

8 박재평, 2002, 「한국고대건축 구성요소의 특징에 관한 연구 -4세기에서 9세기의 건축유구를 중심으로-」, 청주대학교 건축공학과 박사학위논문. 

김도경, 2003, 「쌍영총에 묘사된 목조건축의 구조에 관한 연구」

9 김버들, 2001,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건축요소에 관한 연구 -일본고대사찰과 비교하여-」, 동국대학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p.33.

10 김도경·주남철, 2003년 2월, 「雙楹塚에 묘사된 木造建築의 構造에 關한 硏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19권2호(통권172호), pp.107∼114.

11 김영숙, 1988년, 「고구려 무덤벽화에 그려진 기둥과 두공 장식에 대하여」 제4호(루계 9호),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조선고고연구, p.28.

그림 4.   만보정1368호분. 『북한의 문

화재와 문화유적』 1 

(김버들 2001: 70,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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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부 천장에는 人자대공12이 설치되었다. 2호분은 기둥머리

에 2단 받침목이 올려졌다. 

받침목이 1단 혹은 2단인 것으로 보아 묘주의 신분이

나 지위가 낮은 하급인 경우에 나타난다. 전형적인 비포작

계 양식에 해당한다. 

우산리2호분(牛山里二號

墳)은 중기 벽화시대(5C중~6C

전)로 인물, 생활풍속도와 사신

도가 주제이다. 고분축조편년은 

3C후반으로 추정된다. 공포는 기

둥 위에 길이를 달리하는 3단으

로 된 받침목으로 상부하중을 지지한다. 이러한 방식은 복

사리고분, 산연화총, 삼실총에서도 볼 수 있는 전형적인 비

포작계 양식이다. 

평양 태성리2호분(平壤 台

城里二號墳)은 전기 벽화시대(3C

말〜5C초)로 생활풍속이 주제이

다. 4C전(김영숙 1988) 혹은 4C

후(전호태 2008)에 축조된 것으

로 추정된다. 기둥 위에 3단으로 

된 받침목이 놓인 것으로 안악 복사리 고분과 유사한 시기

에 축조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형적인 비포작계 양식이다.

평양 약수리고분(平

壤 藥水里古墳)은 중기 

벽화시대(5C중~6C전)로 

생활풍속과 사신도가 주

제이다. 5C초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고분으

로 기둥머리 위에 2단의 받침목이 올려진 채 상부하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상도(柱上圖)13는 4세기 전기

에 속하는 안악 복사리고분이나 태성리2호분과 유사한 시

기에 속한다. 따라서 평양 약수리고분의 축조시기와 벽화 

속 건축도에 나타나는 주상도는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다. 

이러한 경우는 피장자가 생전에 살던 주거의 모습을 충실

히 묘사한 것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집안 장천1호분(集安 長川一號墳)은 중기 벽화시대

(5C중~6C전)의 인물, 생활풍속도와 예불도(禮佛圖) 및 장

식무늬가 주제이다. 고분축조는 5C중기로 집안 지역의 특징

이 잘 묘사되었으며, 묘주 생전의 생활모습이 매우 절제된 

것으로 파악된다. 묘실내 공포도는 기둥 위에 길이가 다른 

4개의 받침목이 층단을 이루며 적층된 전형적인 비포작계 

양식으로 분류된다. 

12 중국 북위(北魏)가 직선으로 된 인자대공을 사용하고 수(隋), 당(唐)이 곡선으로 된 인자대공을 사용했던 점으로 보아 고구려는 북조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반면 백제의 세부형식과 상통하는 일본 법륭사(7C)는 곡선으로 된 인자대공을 사용하고 있어 백제, 일본은 남조(南朝)의 영향을 받았다고 볼 수 있다.

13 주상도는 기둥 위 공포부재 설치 이전 단계를 편의적으로 공포도와 구분한 용어이다.

그림 6.  덕화리2호분(김정신 2003: 9). 사진 1.   덕화리1호분안칸북벽.

그림 10.   장천1호분(출처 : KBS 역사스페셜 2013).

그림 7.   우산리2호분 

(김영숙 1988: 29).

그림 8.   태성리2호분 

(김영숙 1988: 29).

그림 9.   약수리고분 

(문화재청 2004: 2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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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화주제로 보아 공포양식과 격이 맞지 않는 것은 묘

주인 피장자가 지상에서 사용했던 건축물을 사실적으로 

묘사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경우는 피장자가 통치자로서 

군사·행정·정치·사회적인 신분에 따른 옥사조의 제한이나 

종교관, 건축관과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전형적인 

비포작계 양식이다. 

공포형식으로 보아 집안 만보정 고분(集安 萬寶汀 古

墳)과 집안 산연화총(集安 散蓮花塚) 사이에 출현한 것으

로 보인다. 벽화에는 북두칠성(北斗七星), 남두육성((南斗六

星), 예불공양도(禮佛供養圖), 수미좌(須彌座), 연꽃(蓮花), 

연화화생도(蓮花化生圖) 등으로 보아 지상건물에서는 불교

를 정식으로 인정한 소수림왕2년(372)보다 이른 시기에 불

교가 유입된 것으로 보아 4C중기 전후에 쓰였다고 보인다. 

안악 복사리고분(安岳 

伏獅里古墳)은 전기 벽화시

대(3C말~5C초)로 인물, 생활

풍속도가 주제이며 고분축조

편년은 4C전(김영숙 1988) 혹

은 5C초(전호태 2008)로 추

정된다. 기둥 위에는 3단(김영숙 1988)의 층계형 주두가 놓

인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상부 부재는 양단이 직절되고 그 

하부가 수평으로 된 받침목이며 아래는 내반된 주두 굽형

상을 하고 있다. 이러한 형식은 주두출현의 전단계로 환문

총의 형상과 매우 유사한 비포작계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집안 환문총(集安 環文塚)

은 중기 벽화시대(5C중~6C전)

로 인물, 생활풍속도, 장식무늬, 

사신도가 주제이며 고분축조는 

5C초(김영숙 1988) 혹은 5C중

(전호태 2008)으로 추정된다. 기

둥 위에는 길이가 다른 두 받침

목을 통끼움한 것과 양갈 튼 기둥머리에 2개의 받침목(實

拍栱)을 포개어 통끼움하고 상부하중을 받는 두 가지 유형

이다. 상부재 윗면은 수평지게 하부는 경사지게 처리하였으

며, 하부재 상부는 수평지게 하고 하부는 내반된 곡면으로 

처리하여 후대에 출현하게 될 내반된 곡면의 주두와 소로

의 시원적인 형상을 최초로 보여주는 매우 중요한 사례라

고 할 수 있다. 안악3호분 받침목보다 진일보한 이런 유형은 

준포작계 전단계인 비포작계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2. 준포작계(準包作系) 사례분석

평양 덕흥리고분(平壤 德興里

古墳)은 전기 벽화시대(3C말~5C

초)로 인물, 생활풍속이 주제이다. 

고분축조는 408년으로 안악3호분

(375)과 함께 다른 고분 편년의 기

준이 된다. 형상(形像)이 분명한 주

두의 출현은 덕흥리고분(408)이 첫 

사례라고 할 수 있으며, 그 이후 천

왕지신총(5C초·중), 팔청리벽화고분(5C초·중), 안악2호분

(5C말〜6C초) 등에서 진전된 굽받침이 있는 주두가 쓰였다. 

따라서 굽받침이 달린 주두의 출현은 5세기 초 이후라는 추

정이 가능하다. 이때부터 준포작계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림 14.   환문총.

그림 15.   덕흥리고분 

(문화재청 2004: 

20~21).

그림 13.   복사리 고분 

(김정신 1998: 9).

① 장천1호분 ② 장천1호분

그림 12.   장천1호분(출처 : ①『북한문화재』 ②필자 재작성).

그림 11.   장천1호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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덕흥리 고분 벽화에는 굽받침을 둔 내반된 굽의 한단

주두와 내반된 주두굽에 굽받침이 달린 주두 위에 굽받침

이 없는 내반된 주두를 하나 더 올린 이중주두14가 묘사되

었는데, 하나는 운두 높이의 1/2 높이에 수평으로 실선을 

그어 두 부재가 상하로 분리되어 포개진 채 된 약식(略式)

으로 묘사된 것과 주두 부재가 상하로 포개져 놓인 상태를 

사실적으로 묘사한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는 완벽한 주두

가 출현한 이후 연 이어서 쓰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포벽에

는 人자화반과 화반 위에 소로가 놓이고 소로 위에 첨차가 

놓이고 첨차 위 양단에는 이중으로 된 주두가 놓여 상부의 

하중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포작계 공포양식이 

출현 전단계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덕흥리고분이 유

일하다. 덕흥리고분에는 팔청리고분이나 마선구제1호분에

서 묘사된 누목식(累木式) 구조의 고상가옥은 고구려시대

의 부경(桴京)으로 보이며, 누하주 상단에는 굽받침이 달린 

내반된 주두가 놓여 동일한 유형으로 해석된다. 부경은 고

구려 약탈문화의 상징으로 평가되며, 묘주15가 군사적인 우

두머리(城主·將軍 등)임을 추정해 볼 수 있다.

14 김정기는 두공이 이중으로 겹친 경우를 이출목(二出目)이라고 표현한 것은 용어상의 오류라고 보인다. 김정기, 1980, 『한국목조건축』, 일지사, p.68.

15 덕흥리 고분벽화의 피장자에 대해 학계에서는 중국계 망명인물로 추정하고 있다. 김원룡, 1979, 「고구려 고분벽화고분의 신자료」 『역사학보』 81; 공석구, 

1990,  「덕흥리 벽화고분의 주인공과 그 성격」, 『백제논총』 21.

그림 16.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2000, 재구성. 

그림 17.   덕흥리고분 

(김정신 1998: 9).

그림 18.   평양 덕흥리고분 투시도(문명대 2013: 222).

그림 19.   평양 덕흥리고분 투시도(문명대 2013: 222).

그림 20.   덕흥리 고분 북벽 초상화와 행렬도 도면(문명대 2013: 225).

그림 21.   덕흥리 고분 현실 남벽의 벽화 도면(문명대 2013: 230).

그림 22.   덕흥리 고분 현실 동벽의 벽화 도면(문명대 2013: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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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남포 태성리1호

분(平壤 南浦 台城里一號

墳)은 전기 벽화시대(3C말

~5C전)로 인물, 생활풍속

도가 주제이다. 고분축조

는 4세기전(김영숙 1988; 

강현숙 2004) 혹은 4C말(전호태 2008)로 추정된다. 기둥 

위에는 굽받침이 없는 굽이 내반된 주두가 놓였으며 주두

굽에는 연꽃잎이 묘사되어 있다.16 불교가 고구려에 공인된 

소수림왕2년(372) 이전에 이미 불교가 유입17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태성리 1호분은 무덤칸의 구조와 축조방법, 벽화내용

으로 보아 안악3호분(4C말)과 매우 유사하며 그 축소판이

라고도 말할 수 있다.18 

기둥 위에 주두형 받침목만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대

안리 1호분보다 발전된 모습으로 평가되며 이두형(二斗形)

이 함께 혼용된 안악3호분(375)보다 이른 시기에 축조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4세기 중기 이전에는 굽받

침이 없는 내반된 주두가 보편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추정

된다. 전형적인 준포작계 양식에 해당한다.

집안 통구12호분(集安 通溝十二號墳)은 전기 벽화시

대(3C말~5C전)로 인물, 생활풍속도가 주제이며, 고분축조

는 4C말(김영숙 1988) 혹은 5C 중엽(전호태 2008)으로 추

정된다. 묘실에는 3개의 전각도(殿閣圖)가 묘사되어 있으며, 

기둥 위에는 굽받침이 달린 내반된 주두(柱頭)19로 보아 태

성리1호분보다는 한 단계 진전(進展)된 완벽한 주두의 모

습으로 보아 전형적인 준포작계 양식이다. 고구려의 건축에

는 주두굽이 내반된 굽받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함께 쓰

였음을 알 수 있다. 굽받침은 구조적인 개념인지 혹은 장식

적인 개념인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덕흥리고분에서 굽받침

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가지를 상하로 포개어 놓은 것으

로 보아 초기에는 단순히 구조를 위한 받침목 개념으로 대

소(大小)의 부재가 포개진 채 쓰이다가 후일에는 단일부재

로 하는 구조적·장식적인 개념으로 쓰였을 가능성을 추정

해볼 수 있다. 또한 지붕은 현어장식을 한 팔작지붕으로 대

공과 도리의 가구구성을 하고 있어 당시에 고구려는 맞배

지붕과 우진각지붕 및 팔작지붕이 지배층 건물에 보편적으

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24.   통구12호분(김버들 2001: 31, 재인용).

16 주두에 묘사된 문양은 백제지역 고토(故土)에 위치한 개암사 대웅보전, 강화 정수사 법당, 완주 화암사 극락전, 익산 숭림사 보광전 건물에 묘사된 하엽주두의 

시원적 모습으로 이러한 기법은 고구려에 불교를 전래한 동진(東晋)에서 남북조시대 송(宋)과 양(梁), 북위(北魏)로 전해져 고려시대 송의 장인들이 장기간 거

주한 벽란도를 통해 우리나라 서해안 지역에 전래된 기법으로 추정된다.

17 문헌상의 공식적인 기록인 소수림왕 2년(372) 이전부터 불교가 들어와 각종 민간신앙과 결합하여 민간에 널리 퍼져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소수림왕 시

대의 불교공인으로 인하여 불교가 정식 종교로 인정받고, 승려들이 합법적으로 불교를 설파할 수 있게 되었으며 고구려가 불교라는 하나의 구심점을 가지고 

국가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역량을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18 조우연, 2008.11.30, 「4∼5세기 중엽, 평양지역 소재 고구려 벽화고분의 墓向에 관한 試論」 『한국학연구』제19집, p.124.

19 주두는 柱斗 혹은 柱枓로 표기하며 柱頭는 기둥머리(기둥상단부)를 의미하므로 본고에서는 사용을 피한다.

사진 2.   태성리1호분(김버들 2001: 63).

그림 23.   덕흥리 고분(문명대 2013: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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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 삼실총(集安 三室塚)은 중기 벽화시대(5C중~6C

전)로 인물, 생활풍속도와 장식무늬가 주제이다. 고분축조

는 4C말〜5C초(김영숙 1988)로 추정된다. 같은 집안 우산

하 산연화총과 같은 문양으로 같은 화가에 의하여 같은 시

기에 같은 화가에 의하여 묘사된 것으로 판단된다. 2동의 우

진각 기와지붕과 가운데 거리가 먼 초가집으로 보이는 1동

의 건물이 묘사되어 있으며 두 전각(殿閣) 기둥 위에는 3

단의 길이가 다른 받침목이 놓이거나 내반된 굽에 굽받침

이 있는 주두가 놓이고 기둥 위 수평부재 사이에는 人자화

반과 일두이승식(一斗二昇式)화반이 설치되었다. 모습은 통

구12호분과 같은 시기이거나 약간 늦은 시기의 공포 모습으

로 이해할 수 있다. 그밖에 성곽도에는 이보다 이른 시기에 

출현한 것으로 보이는 3단의 받침목이 올려져 있다. 이는 

주두(柱斗) 출현 전단계의 모습으로 보인다. 하나의 고분에 

여러 유형의 비포작계 형식과 준포작계 형식이 용도에 따라 

여러 채의 건물에 묘사된 경우는 피장자가 생전에 생활한 

살림집에 설치한 다양한 공포의 모습을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생전에 상당히 높은 지위를 가진 통치자로 보인다. 

평양 고산동20호분(平壤 高

山洞二十號墳)은 후기 벽화시대

(6C중~7C중)로 사신도(四神圖)

가 주제이다. 고분축조편년은 3C

중(김영숙 1988, 김사봉 1990) 

혹은 4C말(전호태 2008)로 추정

된다. 구조형식이 간단하고 벽화 

내용도 매우 단순하다. 기둥 묘사의 구도와 화법이 만보정 

1368호 벽화고분과 공통된다.20 기둥의 구조 및 주상도의 묘

그림 26.   통구12호분(關口欣也 1976).
그림 28.   삼실총 성곽도 모사도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2000: 300, 재구성).

그림 25.   통구12호분 전각도(關口欣也 1976).

그림 27.   삼실총 전각도(김버들 2001: 25).

그림 29.   삼실총제 1실 남쪽벽 

(  조선유적유물도감편찬위원회 2000: 300, 재구성).

그림 30.   고산동 20호분 

(김영숙 1988: 30).

20 김사봉, 1990, 「고산동 20호 벽화무덤에 대하여」 『조선고고연구』 2, 사회과학출판사,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pp.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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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가 굽받침이 있는 내반된 주두가 쓰여 준포작계로 판단된

다. 벽화 주제와 고분축조편년에 비하여 공포구조는 매우 열

악한 것으로 보아 묘주가 생전에 누렸던 신분이나 지위가 하

급인 것으로 볼 수 있다. 고구려에는 크고 작은 많은 산성이 

있으며 산성에는 여러 계층의 성주(城主)21가 존재한다. 피장

자는 영천인(領千人) 정도의 성주인 것으로 판단된다.

3. 포작계(包作系) 사례분석

1) 비출목형(非出目形)

대동 팔청리벽화고

분(大同 八淸里壁畵古墳)

은 중기 벽화시대(5C중

~6C전)로 인물, 생활풍

속도와 사신도가 주제이

다. 고분축조는 5C전기로 

추정된다. 고상가옥이 묘

사된 덕흥리 고분(408)과 

동일한 시기로 추정된다. 팔청리고분은 벽화주제와 축조시

기 및 공포시기가 일치하지 않는다. 특히 공포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건축물의 기능이나 용도에 따른 위계는 물론 묘

주인 피장자가 통치자로서 군사·행정·정치·사회적 신분이

나 지위와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 공포는 굽받침을 둔 내반

된 굽에 연꽃문양이 새겨진 단일주두와 이중주두가 묘사

된 준포작계 및 1주두2소로형 비출목형 포작계가 혼용되어 

준포작계에서 포작계로 넘어가는 시기에 걸쳐 축조된 것으

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이른 시기의 전형적인 비출목 포작계

에 해당한다.

고분묘실 주두 전실동벽 주두 고상건축 주두

팔청리주두

(출처 : 김영숙 

1988: 30)

그림 32.   대동 팔청리 고분벽화 주두(김버들 2001, 재인용).

평양 천왕지신총(平壤 天王地神塚)은 중기 벽화시대

(제5중~제6전)로 인물, 생활풍속도와 장식무늬도가 주제이

다. 고분축조편년은 5C중으로 추정된다. 천왕(天王)과 지

신(地神)명 묵서가 있어 붙여진 명칭이다. 기둥 위 혹은 보

(椺) 위에 있는 인자대공 위에서 굽받침이 있는 내반된 굽

을 가진 양갈주두 갈에 끼워진 장여 혹은 첨차를 둔 점에

서 포작계 공포의 초기 단계를 추정할 수 있다. 이는 완전

한 포작계 공포가 주두 위에 첨차를 두고 그 위에 2소로 

혹은 3소로를 두는 구조형태의 전단계로 보여지기 때문이

다. 천왕지신총의 기둥 위에는 굽받침이 있는 내반된 굽을 

가진 주두(柱枓)가 쓰여 그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이러한 

유형은 용강대총(龍岡大塚)이나 성총(星塚) 고분 축조 편

년과 같은 5C중엽 시기와 매우 일치한다. 주두에 굽받침이 

쓰이기 시작한 것은 덕흥리고분(408)이 첫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기둥 사이에는 인자화반(人字花盤)22이 놓이기 

21 『신당서』 「고구려」전에 의하면, 고구려에는 60여 주(州)·현(縣)이 있으며 큰 성에는 욕살 1명을 두었고, 나머지 성에는 처려근지를 두었다고 한다. 욕살

(褥薩) 아래에는 각 성에 처려근지(處閭近支：道使라고도 함)가 파견되었고, 소성에는 가라달(可邏達)·누초(婁肖)가 파견되었다. 무관(武官)에는 수천

~10,000명을 지휘하는 대모달(大摸達)이 있는데 이는 위장군(衛將軍)에 비할 수 있는 것으로 …, 다음은 1,000명을 지휘하는 말객(末客)인데 중랑장(中郞

將)에 비교되는 것으로 대형(大兄) 이상으로 그를 삼고, 그 다음은 100명을 지휘하는 영천인(領千人), 10명을 지휘하는 이름 모르는 무관직이 있는데 각기 

등차(等差)가 있다. 

22 대공은 도리를 직접 받는 경우에 쓰이는 부재이며, 화반은 “상하재에 끼어서 상하 가로재를 연결하고 장식하는 재이지만 때로는 동자주 기타 받침재로서 유효

하게 쓰인다.” 장기인 저, 『목재』, 보성각, p.215.

그림 33.   천왕지신총(안휘준 1993: 53).

그림 31.   팔청리고분 高床倉庫圖 

(전호태 2000: 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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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하였으며 그 위에 양갈소로를 놓아 상부 부재를 놓고 

상부하중을 지지하고 있다. 이러한 사례는 이미 복사리 고

분벽화에서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유사한 시기의 용강대

총, 천왕지신총, 덕흥리고분 등에서 성행(盛行)하였다.

안악3호분(安岳三號墳)은 전기 벽화시대(3C말~5C

전)로 인물, 생활풍속도가 주제이다. 고분은 357년에 축조

되어 덕흥리고분(408)과 함께 다른 고분의 축조편년에 기

준이 되고 있다. 벽화주제나 고분축조 추정 시기 및 공포도

가 일치하지 않는다. 묘실 내에는 여러 채의 건물이 묘사되

었다. 고깃간, 마구간, 방앗간, 부엌 등과 같은 부속건물에

는 기둥 위에 받침목을 한두 단 올려 상부 부재를 지지하

는 비포작계로 처리하였다. 실물인 경우 재료의 특성상 기

둥 위에 굽받침과 갈을 두지 않은 형식과 주두에 굽받침과 

갈을 두지 않고, 주두 위에 온통파기를 한 공안(栱眼)을 둔 

첨차 양(兩) 상단에 역시 굽받침과 갈을 두지 않은 소로를 

올려 상부하중을 지지하는 두 가지 유형이 실물로 제작 설

치되었다. 전자는 준포작계이고 후자는 소위 일두이승식(一

斗二升式)이라는 비출목형 포작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안악3호분에는 비포작계와 준포작계 및 비출목형 포작계가 

모두 사용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한 묘실에 여러 형식의 공포

도가 묘사된 것은 지상건축물의 기능이나 용도에 따른 위

계적 질서를 반영한 것으로 묘주(墓主)가 통치자로서 가지

는 군사·행정·정치·사회적인 신분이나 지위가 상당히 높

았던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집안 산연화총(集安 散蓮花塚)은 전기 벽화시대(3C

말~5C초)로 인물, 생활풍속도와 장식무늬가 주제이다. 고

분축조는 4C말〜5C초로 추정된다. 같은 집안 우산하(禹山

下) 지역의 고분 중 삼실총과 동일한 문양으로 같은 시기에 

같은 화가에 의해 묘사된 것으로 판단된다. 기둥머리에서 

서로 다른 3개의 부재가 적층되는 비포작계와 굽받침을 둔 

내반된 양갈주두 위에 온통파기 공안을 둔 첨차 양 상단 

위에 역시 굽받침을 내반된 소로를 두고 중앙에는 굽받침

이 없는 큰 양갈소로를 두어 상부 재를 통끼움하여 일두삼

승식을 구성하여 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비출목형 포작계

이다. 이러한 경우는 피장자의 생전 건물을 표현한 것으로 

묘주의 군사·행정·정치·사회적 신분이나 지위 및 건축관

과 관련하여 건물 위계에 차등을 둔 것으로 이해된다. 이는 

매우 성숙된 공포구조로 평양천도(427) 이후에도 중국대륙

의 북방국가로부터 발전된 공포양식이 집안에 잔존한 고구

려 지역 통치자의 건축물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안칸

(玄室) 벽화의 연꽃은 고구려 초·중기 사회적 종교관을 그

대로 반영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후기에는 사신도 등 도교

적 색채가 강하게 묘사된다. 또한 동 시기에 축조편년되는 

삼실총(5C중)이나 장천1호분(5C중) 등의 층단형 받침목 역

시 같은 의미로 해석·분류된다.

남포 태성리1호분(南浦 台城里 1號墳)은 전기 벽화시

대(3C말~5C초)로 인물, 생활풍속도가 주제이다. 고분축조

는 4C전(김영숙 1988) 혹은 4C말(전호태 2008)로 추정된

다. 공포양식은 안악3호분과 매우 유사하며 주두굽에 연

그림 35.    산연화총 

(조선총독부 1915).

그림 36.   삼실총과 동일 문양 

(조선총독부 1915).

그림 34.   안악3호분 전실주 공포도(김정기 198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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꽃무늬가 있는 연꽃주두

이다.23 공포는 완벽한 주

두형을 갖춘 준포작계 양

식에 해당한다. 벽화주제

나 고분 축조 추정시기와 

공포도가 일치하지 않는

다. 이는 덕흥리 고분(408, 광개토대왕 영락18) 시기와 평

남 진파리4호분 한 벽을 연못과 조산(造山)으로 가득 채

우고 연꽃그림이 활발한 것으로 보아 불교가 크게 성행하

였던 초중기에 묘주(墓主)는 불교를 신봉하는 통치자로서 

군사·행정·정치·사회적 신분이나 지위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된다. 

남포 쌍영총(南浦 

雙楹塚)은 중기 벽화시대

(5C중~6C초)로 인물, 생

활풍속도와 사신도가 주

제이며, 고분축조는 5C중

(김영숙 1988) 혹은 5C말

(전호태 2008)로 추정된

다. 공포도는 팔각형 기둥 

위에 8각형의 굽받침과 내반된 굽이 있는 주두와 양갈 튼 

기둥 위에 굽받침이 달린 내반된 굽의 주두 위에 온통파기

한 공안(栱眼)을 둔 첨차 양 상단 위에 역시 굽받침을 둔 

내반된 굽을 가진 소로와 중앙에 굽받침이 없는 내반된 굽

을 가진 큰 양갈소로를 두었으며 역시 그 위에 동일한 첨

차와 소로를 두었다. 묘실 내에는 실제로 기둥 위에 내반된 

굽과 굽받침이 있는 주두만 사용된 경우와 주두 위에 첨차

를 놓고 첨차 양단과 중앙에 큰 소로를 놓고 상부 하중을 

받는 1주두3소로 중첩형인 중복삼두식 두 유형이 혼용되

었다. 이러한 유형은 중앙

의 소로가 양갈로 된 포

작계로 비출목형이다. 그

러나 리화선은 상하에 첨

차가 놓이는 이중첨차를 

겹첨차형으로 분류하고 

출목형으로 해석하였고 

더 나아가 하앙식으로 발

전시켰다.24

4C에 사용된 준포

작계의 주두가 5C 중기

에 축조된 쌍영총에서 일두삼승식 중첩형과 혼용된 사례

이다. 이는 피장자의 생전 살림집의 모습을 구현한 것으로 

묘주(墓主)의 정치·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가름케 한다. 앞

서 5C 전기에 축조된 수산리고분, 귀갑총, 안악2호분, 각

저총, 무용총에 사용된 일주두삼소로 이후 출현된 것으로 

보인다. 첨차는 양단 소로 안으로 공안(栱眼)을 온통파기

하였다.

모서리에 묘사된 기둥은 변주

(邊柱)와 우주(隅柱)를 동시에 표

현한 것으로 지붕형식에 따라 전·

후면과 측면에도 동일한 형상을 표

현하거나 달리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첨차를 두 단으로 설치

하고 두공과 두공 사이에는 人자화

반과 I자화반을 넣어 장식하였다.25 

주두는 굽받침이 있는 형태와, 굽받

침이 있는 주두 위에 굽받침이 있는 소로 위에 첨차를 이중

으로 올린 중복삼두식 두 가지가 혼용되었다.

23 고구려의 연꽃주두는 후대에 익산 숭림사 보광전, 부안 개암사 대웅보전, 완주 화암사 극락전, 강화 정수사 법당 등에서 하엽주도(荷葉柱枓)로 재탄생되었다.

24 리화선, 1989, 앞의 책, pp.39∼43. 그러나 尹張燮은 “下昻의 構造法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라고 피력하였다(「韓國建築 木造栱包形式 發展過程 

考察-古代斗栱의 起源과 發展에 대하여」 p.43).

25 리화선, 1993, 『조선 건축사 1』, p.91.

그림 38.   쌍영총(김영숙 

1988: 30).

그림 37.   쌍영총(조선유적유물도감편

찬위원회 2000).

사진 3.   태성리고분연꽃주두(김버들 

2001: 63).

사진 4.   쌍영총(고구려문화전실행위

원회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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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 보산리고분벽

화(平壤 保山里古墳壁

畵)는 전기 벽화시대(3C

말~5C초)로 인물, 생활

풍속도와 사신도가 주

제이며 고분축조는 5C후로 추정된다. 묘실의 공포도는 굽

받침을 둔 내반된 주두가 쓰였다. 이러한 유형은 고산동1호

분과 같이 비포작계로 준포작계로 나아가는 과도기적인 단

계라고 할 수 있다. 

집안 무용총(集安 舞踊塚)은 

중기 벽화시대(5C중~6C전)인 인

물, 생활풍속도와 장식무늬가 주

제이며, 고분축조는 4C말(김영숙 

1988) 혹은 5C중(전호태 2008)로 

추정된다. 반면 묘실내 공포도는 기

둥 위 굽받침이 달린 내반된 굽을 

가진 주두 위에 온통파기한 공안

(栱眼)을 둔 첨차 양 상단 위에 역시 굽받침이 달린 내반된 

굽을 가진 양갈소로를 두고 중앙에는 굽받침이 없는 큰 소

로를 두고 상부 하중을 지지하여 구조적인 안정감을 도모

하였다. 이러한 유형은 비출목형 포작계 양식이라고 해석된

다. 그러나 리화선은 그의 논문에서 주두를 사갈주두로 보

고 중앙에 놓이는 큰 양갈소로를 사갈소로로 이해하여 출

목형 포작계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중앙의 큰 소로는 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구조적인 기능이 강화된 주두 크기의 양

갈소로로 해석되어야 한다. 

집안 각저총(集安 角抵塚)은 

전기 벽화시대(3C말~5C초)로 인

물, 생활풍속도가 주제이며 고분축

조는 4C말(김영숙 1988) 혹은 5C

초(전호태 2008)로 추정된다. 공포

는 기둥 위 굽받침을 둔 내반된 굽

을 가진 양갈주두 위에 온통파기를 

한 첨차를 두고 그 양 상단 위에 역

시 굽받침을 둔 내반된 양갈소로를 두었으며 중앙에는 굽

받침이 없는 내반된 큰 양갈소로를 두어 상부하중을 지지

하도록 묘사되었다. 집안 무용총과 매우 유사한 포작으로 

구성된 완벽한 비출목형 포작계이다. 리화선은 출목형 포작

계로 보고 하앙식이 설치되는 것으로 발전시켰다. 

안악1호분(安岳一號墳)은 

전기 벽화시대(3C말~5C초)로 인

물, 생활풍속도가 주제이다. 고분

축조는 4C말로 추정된다. 포작은 

어깨굴림한 기둥 위에 굽받침이 없

는 내반된 주두를 두고 그 위에 공

안(栱眼)을 두지 않은 첨차를 올

리고 그 위에 굽받침을 두지 않는 

내반된 주두를 양 상단과 중앙에 소로를 얹고 그 위에 다시 

첨차를 올리고 소로를 얹어 상부 하중을 받도록 하였다. 감

신총(龕神塚) 공포보다 이른 시기로 파악된다. 비출목형 포

작계 형식이나 섬세하지 못하고 다소 거칠게 마감되었다.

 

집안 귀갑총(集安 龜甲塚)26은 전기 벽화시대(3C말

~5C초)로 인물, 생활풍속도가 주제이다. 고분축조는 4C말

그림 43.   안악1호분(김영숙 

1988: 30).

26 일반적으로 축조시기를 6세기 전반으로 추정하는 견해가 우세하나 필자의 견해로는 무용총(舞踊塚)·각저총(角抵塚)·안악2호분과 동일한 두공의 공포유형

으로  보아 4세기 말에서 5세기 초 축조 추정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림 40.   무용총(김영숙 

1988: 29).

그림 41.   무용총 벽화 공포(문명대 2013, 재인용).

그림 42.   각저총(김영숙 

1988: 29).

그림 39.   보산리고분벽화(조선유적유물

도감편찬위원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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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C초(김영숙 1988)로 추정된

다. 기본적으로는 각저총이나 

무용총과 같다. 즉 기둥 위에 굽

받침을 두고 내반된 굽을 가진 

양갈주두 위에 온통파기한 공

안(栱眼)을 가진 첨차 양 상단 

위에 역시 굽받침을 둔 내반된 

굽을 가진 양갈소로를 두고 중

앙에는 굽받침이 없는 내반된 

굽을 가진 좌우 소로보다 크기가 큰 양갈소로를 두어 상부

하중을 지지하도록 하는 전형적인 비출목형 포작계이다.

안악2호분(安岳二號墳)은 

전기 벽화시대(3C말~5C초)로 

인물, 생활풍속도가 주제이다. 

고분축조는 5C말~6C초(김영숙 

1988) 혹은 5C후(전호태 2008)

로 추정된다. 공포 구조 형태는 

기본적으로 4C말〜5C초에 축

조된 각저총, 무용총, 귀갑총과 

같으나 첨차 중앙에 있는 굽받

침이 없는 좌·우 소로보다 큰 받침목으로 쓰였다는 점이 

다르다. 전형적인 비출목형 포작계이다.

 

평양 수산리고분(平壤 水

山里古墳)은 전기 벽화시대(3C

말~5C초)로 인물, 생활풍속도

가 주제이다. 축조시기는 5C후

로 추정한다. 벽화 주제와 고분 

축조년대가 맞지 않는다. 기둥 

위 주두는 받침목이 있는 내반

된 곡면이고, 소로는 첨차 양단

은 받침목이 있는 내반된 곡면이며 중앙은 받침목이 없는 

내반된 곡면이다. 이러한 유형은 첨차 중앙에 추가 설치된 

받침목이 발전하여 소로가 된 것으로 일두삼승식(一斗三升

式)이라고 한다. 벽화내용으로 보아 불교를 신봉하는 욕살

(褥薩)이나 처려근지(處閭近支)와 같은 높은 군사 신분의 

지배층으로 보인다. 

남포 감신총(南浦 龕神塚)은 

전기 벽화시대(3C말∼5C초)로 인

물, 생활풍속도가 주제이며, 고분축

조는 4C전(김영숙 1988) 혹은 5C

전(전호태 2008)으로 추정된다. 

공포는 기본적으로 기둥 위

에 굽받침이 없는 내반된 주두를 

놓고 그 위에 공안을 두지 않은 첨

차 양 상단 위에 역시 굽받침을 두지 않은 내반된 굽의 소

로를 놓고 중앙에는 양단보다 큰 소로를 놓아 아래 첨차

와 같은 형상의 상부 첨차를 올렸다. 상부 첨차 위에는 아

래 소로와 같은 형상을 올려놓고 상부 하중을 지지하도록 

묘사되었다. 기본적으로는 안악1호분과 같으며, 공안을 두

고 굽받침을 둔 용강대총이나 쌍영총보다 이른 시기의 유

형으로 볼 수 있다. 이 역시 비출목형 포작계 양식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남포 용강대총(南浦 龍岡大塚)

은 전기 벽화시대(3C말~5C초)로 인

물, 풍속도가 주제이며 고분축조는 

5C전기로 추정된다. 공포도는 굽받

침이 달린 내반된 주두 위에 온통파

기한 공안(栱眼)을 둔 첨차 양단 위

에 역시 굽받침이 달린 소로와 중앙

에 굽받침이 없는 큰 소로를 놓아 초

제공과 동일한 첨차와 소로를 두어 상부 하중을 받도록 묘

그림 49. 용강대총 

(김영숙 1988: 30).

그림 48.   감신총(김영숙  

1988: 30).

그림 46.   수산리 두공 모사도

(한국콘텐츠진흥원, 문

화콘텐츠닷컴). 

그림 47.   공포도(필자 재작성).

안악2호분 각저총 무용총 귀갑총

그림 44.   귀갑총 

(김영숙 1988: 29).

그림 45.   안악2호분 

(김영숙 1988: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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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되었다. 그리고 액방(額枋)27과 도리 사이에는 소슬합장

과 동자주를 설치하여 완벽한 포작계 공포를 나타낸다. 이 

또한 쌍영총과 같이 첨차 중앙의 큰 소로는 양갈소로로 출

목이 없는 비출목형 포작계 양식이라고 할 수 있다. 리화선

은 용강대총의 포작을 출목을 둔 것으로 해석하고28 하앙

구조로까지 발전시켰다.

남포 옥도리고분(南浦 玉桃里古墳)은 중기 벽화시대

(5C중~6C전)로 인물, 생활풍속도와 사신도가 주제이나 고

분축조는 4C말〜5C초로 추정된다. 묘실 안칸에 그려진 공

포도는 기둥 위에 굽받침이 있는 내반된 굽의 양갈주두가 

놓이고 그 위에 온통파기한 공안(栱眼)의 첨차와 양단에 

역시 굽받침이 달린 내반된 굽의 양갈소로를 놓고 중앙에

는 굽받침이 없는 큰 양갈소로를 놓았으며, 양갈소로 위에

는 초제공과 같은 이제공을 놓고 그 위에 양갈소로를 놓아 

받침장여와 도리 위의 활개(소슬재), 공목(栱木), 액방(額

枋)을 설치하여 상부하중을 지지하도록 하였다. 첨차 상부 

중앙에 놓이는 큰 양갈소로는 기둥을 중심으로 상부하중

을 지지하는 구조적인 개념으로 주두와 같은 규격을 유지

한 것으로 위치상 굽받침이 생략된 것으로 이러한 유형은 

포작계 중 비출목형으로 볼 수 있다. 

2) 출목형(出目形)

집안 연화총(集安 連花

塚)은 중기 벽화시대(5C중

~6C전)로 인물·생활풍속도

가 주제이다. 고분축조는 5C

초(김영숙 1988) 호은 5C중

(전호태 2008)으로 추정된다. 

공포는 주두 밑에서 보방향 

전방으로 공안(栱眼)을 온통파기한 첨차살미를 설치하고 

그 위에 굽받침을 둔 내반된 굽을 가진 소로를 놓았다. 첨차 

중앙에는 주두형 받침목을 놓았다. 이는 출목형 포작계 양

식으로 분류된다.

평양 요동성총(平壤 遼東

星塚)은 후기 벽화시대(6C중~7C

중)에 인물, 생활풍속도와 사신

도가 주제이다. 고분축조는 5C 

중엽으로 추정된다. 공포는 주두 

밑에서 보방향 앞으로 온통파기

한 첨차살미가 설치되고 그 위에 

도리방향으로 온통파기한 공안

그림 51.   옥도리 벽화고분 안칸 서벽 

벽화 모사도 

(고광익 2011a: 25).

그림 53.   옥도리 고분 안칸 동벽  

벽화 모사도 

(고광익 2011a: 25).

그림 52.   옥도리 고분 안칸 북벽  

벽화 모사도 

(고광익 2011a: 25).

그림 54.   옥도리 고분벽화 

(고광익 2011a: 25).

그림 50. 공포도(필자 재작성).

안악2호분 안악1호분 감신총 쌍영총

27 중국의 액방은  우리나라의 창방이나 상인방을 말하나 여기서는 주두 위 수평 부재를 말한다.

28 리화선은 상기논문에서 각저총, 무용총, 안악1호분과 2호분, 쌍영총, 수산리고분의 안칸에 묘사된 공포를 출목을 둔 포작으로 해석하였다.

그림 56.   성총 

(김정기 1969: 70).

그림 55.   연화총 

(김영숙 198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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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둔 첨차를 놓고, 소로를 생

략한 채 그 위에 다시 보방향

으로 온통파기한 첨차를 놓았

으며 소로는 생략하였다고 추

정된다. 매우 회화적(繪畵的)

으로 묘사하였다.29 이러한 형

식은 연화총을 더욱 발전시킨 

것으로 중국 북위출목수법(北魏出目手法)의 삽공(揷栱)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30 우산리1호분에서 극치를 이룬다. 따

라서 요동성총은 포작계 중 출목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러나 필자가 『조선고적도보』에 묘사된 성총을 고찰한 결

과, 굽받침이 생략된 내반된 곡면의 소로가 놓인 것으로 확

인되었다.

남포 우산리1호분(南浦 

牛山里一號墳)의 전기 벽화

시대(3C말~5C초)로 인물·생

활풍속도가 주제이다. 고분축

조는 5C말로 추정된다. 그리

고 묘실에는 묘주 생전의 주

거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갖

는다고 보이는 건물에 두 가지 유형의 공포가 묘사되었다. 

공포 유형은 매우 회화적으로 묘사되었으나 주두 밑에서 

보방향 전방으로 온통파기한 공안을 둔 첨차살미와 굽받침

이 없는 내반된 곡면을 갖는 양갈소로를 갖는 3출목의 표

현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주두는 굽받침과 갈이 없는 받

침형 주두로 묘사되었다. 이러한 형식은 출목형 포작계 양

식에 해당하며, 후대에 주삼포(柱三包)31로 발전하였다. 첨

차부재에 묘사된 무늬는 단청으로 보인다.

Ⅳ.   고구려시대와 동시대 중국 

(漢·南北朝)건축의 공포도 비교

중국 한(漢)의 석관(石棺)에서 기원해 고구려로 전래

된 고분벽화는 중국의 고분벽화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독자적인 발전을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중국 고분벽화는 한

대 70기, 위진남북조 93기로 총 163기이다. 이중 인물, 생

활풍속이 주제인 벽화는 한대 37기, 위진남북조 47기로 총 

84여기이다. 그후 고분벽화는 혼란기인 4세기에 이르러 소

강상태를 보인다. 5세기 이후 동이족의 한 지류로 선비족인 

북위(北魏)를 중심으로 벽화제작이 활기를 되찾고 이 시기

에 벽화는 북방민족 특히 고구려에 의해 주도되었다.

당시 국가 간 정치·군사적인 대결과는 다르게 고구

려시대(AD37~668)와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 동

한(東漢, AD25~220)과 남북조(南北朝, AD420~589, 

AD386~581)를 중심으로 건축을 이해할 수 있는 명기(明

器)와 화상석(畫像石)이나 화상전(畵像塼)에 묘사된 건축

의 공포를 중심으로 비교 및 고찰하고자 한다. 

1. 비포작계

1) 층단받침목

중국 한대(漢代)의 실박공(實拍栱)은 기둥머리에 끼

우거나 쌓는 방식(작체형)이다. 단(單) 층단받침목은 전한

(前漢)인 서한(西漢, BC202~AD23) 초기~말기 명기(明器)

에 나타나며, 중(重) 층단받침목은 서한(西漢) 말기~동한

(東漢, AD25~220) 초기 명기(明器)와 동한(東漢) 중기~말

기에도 나타난다.

고구려(BC37〜AD668) 전기 고분벽화(3C말〜5C초)

에 묘사된 층단받침목은 서한(西漢)에서 사용된 전형적인 

29 고분벽화의 공포도를 여러 차례 재작도하면서 묘사가 생략되고 더욱 더 회화적인 형상이 되었다고 보인다.

30 이윤화 저·이상해 외 역, 2006, 『중국고전건축의 원리』, 시공사, p.268.

31 주삼포(柱三包)는 고대 건축에서 일출목인 경우를 말한다. 1962∼63년 서울 숭례문 해체공사 시까지 주심포는 주삼포라고 하였으며, 다포는 갖은포라고 하

였다. 당시 대목장 조승원과 임천 간의 용어사용에 대한 일화는 유명하다. 주심포, 다포라는 용어는 1955년 11월 11일 국립박물관이 간행한 『미술ㆍ고고학 

용어집 건축편』(을유문화사간)에서 처음으로 사용되었으며, 이 용어를 처음 정립한 사람은 임천(林泉, 1908~1965)이다.

그림 57.   성총 공포도(세키노  

다다시關野貞 1913).

그림 58.   우산리1호분 

(김영숙 1988: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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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포작형으로 기둥머리 상부에 올려 쌓거나 기둥 양갈머리

를 관통된 채 끼워 사용된 구조형태이다. 집안 만보정 1368

호, 평양 고산리 20호분 등에 묘사된 비포작계와 동일하다. 

또한 서·동한(西·東漢)의 포작수법과 인자형 화반, 첨차 

등이 고구려에 수용되어 5〜6C경에 축조가 편년된 삼실총, 

산연화총, 환문총, 대성리2호분, 약수리벽화분, 복사리벽화

분 등에 층단받침목 기법과 함께 묘주(墓主)들의 지상건축

에서 3〜4C경에 쓰였다고 할 수 있다. 층단받침목은 고구

려 건립 이전 고조선 건축에서도 쓰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고분벽화에 묘사된 공포구조형태의 차이는 고구려 중앙이

나 지방 통치세력인 피장자의 군사·행정상의 지위나 정치·

사회적인 신분 및 통치자로서의 군사권이나 행정권과 밀접

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환문총(5C)은 각진 3단

의 받침목이 기둥머리에서 관통된 채 끼워진 구조형태이

며, 기둥머리에서 기둥머리와 주두사이가 구분이 없는 삼실

총(5~6C)인 경우 밑면이 호형인 받침목이 2단으로 관통된 

채 끼워진 결구로 추정된다. 

주로 부재가 이어지는 부분 밑에 받침목을 받치고 기

둥을 세우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 이후 받침목 대신 주도

로 사용하였으며,32 발전하여 받침목과 주두를 조합한 공포

유형이 만들어졌다. 그 이후에는 받침목이 첨차형상으로 발

전하고 첨차 양 상단에는 소로를 놓았다. 첨차의 부재는 一

자형 각재처럼 쓰이다가 공안(栱眼)을 온통파기한 완벽한 

첨차의 형상을 갖추게 되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33 고구려 

건축물에 받침목을 끼우거나 관통하는 방식은 초기의 매

우 이른 방식으로 추정되나 실제 고분 축조편년과는 대략 

1세기의 오차가 있다고 보인다. 이러한 방식은 한대(漢代)

의 실박공을 한층 더 발전시킨 것으로, 아직 공포부재인 첨

차로 보기는 어려우나 훗날에 포작계 공포부재 중 주두와 

첨차의 형상으로 발전하는 동기(動機)를 제공한 것으로 추

정이 가능하다. 오늘날에도 정용준 고택 연정에서 사용이 

확인되고 있다. 

2) 주두형

층단 받임목에서 진일보한 형식이다. 상부에 파여진 

갈 출현 이전 단계로 기둥머리 위에 놓여 두 부재가 이어지

는 부분에 받침목으로 사용되었다. 이러한 형식은 도리가 

이어지는 부분에 단장여를 설치하는 개념과 같은 원리로 

발전하였다. 형상(形狀)은 주두 형식을 취하나 아직까지 받

32 대성리제2호분(臺城里第二號墳)과 약수리벽화고분(藥水里壁畫古墳)은 완전한 기둥과 상부의 보를 연결하는 주두(柱枓)를 표현하였다.

33 楊鴻勛, 1987, 「斗·起源考察」 『中國考古學論文集』, 文物出版社, p.260, 이강민 재작도 재인용.

그림 59.   실박공(한대)(유돈정 저·

한동수 외 역 1995: 165).

사진 5.   단층받침목형.

그림 60. 삼실총(필자 재작성). 그림 61.   환문총(필자 재작성).

그림 62.   비포작계 받침목 혹은 주두(유돈정 저·한동수 외 역 1995, 하남성 

출토 한대 명기에 그려진 형태 재인용).

사진 7.   영양현 출토 칠옥회도창누 

(서한말기-동한초기 출토).

사진 6. 언사현 

출토 괴각이옥

회도 창누 

(동한 초-중기 

출토).

사진 8. 항성현 

출토 연유도백

희루 

(동한중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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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목 구조와 기능을 탈피하지 못한 단계이다. 

서한기(西漢期)에 출현하여 동한기(東漢期)에도 계속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감숙천수(甘肅天水) 맥적산 석굴(麥積山 石窟) 1굴과 

30굴, 천용산 석굴(天龍山 石窟) 16굴 등에서 확인된다.

2. 준포작계

기둥 위에 놓이는 주두 상면에 양갈로 파여진 갈이 

있어 상부 부재가 통맞춤으로 끼워지도록 하였다. 이 단계

는 1주두2소로 전단계라 할 수 있다. 북위(北魏) 대(代)에 

출현하여 짧은 기간 동안 쓰이다가 포작계로 이어졌다고 보

인다. 감숙성 천수 맥적산 30굴, 천룡산 석굴 16굴 등에서 

확인된다. 맥적산 석굴은 후진(後秦)에서 시작해 북위(北

魏)를 거쳐 서위(西魏), 북주(北周), 수(隨), 당(唐), 오대(五

代), 송(宋), 원(元), 명(明), 청(淸)에 걸쳐 약 1,600여년 동

안 지속적으로 이루어졌다. 

3. 포작계

포작계는 비출목형과 출목형으로 구분되며, 출목은 

북위(北魏)의 석조(石彫)에 1출목형식이 나타나고, 고구려

에서는 평양 남포지역에 위치한 연화총(5C초)과 성총(5C

전), 우산리 1호분(5C말)에서 출목이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지상에서의 출목은 두 나라 모두 4세기 초 전후에 

출현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하다.

1) 일두이승식(一斗二升式)

일두이승식(一斗二升式) 두공(斗栱)은 기둥 위에 굽

받침 없는 내반된 곡면의 굽을 가진 양갈 주두 위에 선단

부는 직절하고 그 하단부를 권쇄(券殺)시켰으며, 공안(栱

眼)을 깊게 온통파기 한 첨차 양단 위에 역시 굽받침이 없

는 소로가 설치되었다. 이는 고구려시대 가장 오래된 포작

계 방식으로 사례로는 안악3호분(357년)과 팔청리벽화분

(4C말~5C초), 요동 성총(星塚) 등에 쓰였다. 기둥 위에 주

두가 놓이고 그 위에 첨차가 놓이며 첨차 양단 상부에 소로

를 두 개 올려놓은 구조형태인 1두2소로형(일두이승식)에 

해당한다. 대륙의 경우 후한(後漢)에서 북위(北魏), 진(晉)

에 이르는 이른 시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형식이다.34 한

(漢)시대 두공에는 일반적으로 일두이승의 형식이 사용되

었으며 그 중앙에 소로가 없이 작은 동자주 모양을 한 일

두삼승의 초시적인 형상이 사용되었으나 6조시대에 와서 

일두삼승의 형식이 보편화되면서 대형장식(帶形裝飾)으로 

사용되었다.

사진 9.   동한(東漢) 일두이승식(項城縣 

出土 綠釉陶榭) 

(산동성박물관 명기).

사진 10.   일두삼승식(한대) 

(산동성박물관 명기).

34 김동현, 1996, 『고구려 미술의 대외교섭-고구려 건축의 대중교섭』, 도서출판 예경, p.45.

그림 64.   감숙 맥적산제30굴 입면 

(유돈정 저·한동수 외 역 

1995: 172).

그림 65.   산서 천룡산 제16석굴 

(유돈정 저·한동수 외 

역 1995: 170).

그림 63.   공포의 발생 및 변화 과정(양홍훈 1987: 260, 이강민 재작도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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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두이승식은 굽받침이 있고 굽이 내반된 곡면인 갈

이 있는 주두에 첨차가 끼어지는 유형이 발전한 것으로 추

정되며, 이는 첨차 중앙에 받침재 혹은 소로가 놓이는 일두

삼승식 구조형태로 발전한 것으로 추정이 가능하다. 아직

까지 굽받침이 보이지 않고, 보방향으로 첨차살미는 출현하

지 않은 것으로 추정된다.

2) 일두삼승식(一斗三升式)

일두삼승식(一斗三升式) 두공

은 굽받침이 있거나 혹은 없는 내반

된 굽을 가진 이갈주두 위에 선단이 

직절되고 그 하부가 원호(圓弧) 혹은 

3~4번 정도 꺾인(卷殺) 첨차 상부 양

단과 중앙에 주두와 동일한 소로를 

놓고 상부 부재를 받는 경우이다. 

한(漢)에서 북위(北魏), 진(晉)에 이르는 이른 시기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공포형식이다. 한(漢)의 두공에는 일반

적으로 일두이승의 형식이 사용되었으며 그 중앙에 소로가 

없이 작은 동자주 모양을 한 일두삼승식의 초시적인 형상

이 사용되었으나 육조시대에 와서 일두삼승의 형식이 보편

화 되고 대형장식(帶形裝飾)으로 발전하였다. 고구려시대에

는 안악3호분(357년)과 팔청리벽화분(4C말〜5C초), 요동 성

총(5C전) 등에 쓰였다. 기둥 위에 주두가 놓이고 그 위에 첨

차가 놓이며 첨차 양단 상부에 소로를 두 개 올려놓은 구조

형태인 1주두2소로형(일두이승식)에 해당한다. 3세기 이전부

터 통치자들의 지상가옥에서 쓰이기 시작한 것으로 보이며 

대륙에서의 일두이승식 공포 사용시기와 차이를 보이지 않

는다. 순수한 일두이승식이 사용된 기간은 매우 짧았던 것

으로 이해되며, 출목은 아직 출현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일두이승식은 굽받

침이 있고 굽이 내반된 

곡면인 갈이 있는 주두에 

첨차가 끼어지는 유형이 

발전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첨차 중앙에 받침재 

혹은 소로가 놓이는 일두삼승식 구조형태로 발전한 것으

로 추정된다. 아직까지 굽받침이 보이지 않고, 보 방향으로 

첨차살미는 출현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안악3

호분에서는 한대의 포구조를 추종하면서 한편으로는 부경

(桴京)과 같은 고상건축에서 중국 한대의 일주두이소로식 

공포는 덕흥리고분벽화에서의 첨차와 소로가 생략되고 누

하주 위에 굽받침이 있는 주두 상부에 갈을 두고 귀틀재를 

직접 지지하도록 하였다. 이는 고구려건축이 건물의 위계에 

따라 차별을 두어 대륙의 건축과 다른 주체성을 지닌 형식

으로 토착화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한(漢)시대에 비해서 발전되고 새로운 형식이라고 볼 

수 있는 일두삼승식과 인자대공을 갖은 두공형식이 운강석

굴을 비롯한 여러 석굴 속에 부조되어 있는 건축세부에 잘 

나타나 있으며, 육조시대에는 일두삼승과 보간용(補間用)

으로 인자화반을 사용하는 방법이 일반화된 건축적 표현

그림 70.   일두이승식(한대)(유돈정 저·

한동수 외 역 1995).

그림 68.   안악3호분 

(김용준 1958).

그림 66.   일두이승식 누하주 

(江蘇銅山畫像石 인용).

그림 67.   덕흥리고분벽화 

(김버들 2001: 43).

그림 69.   하남성 출토 한대명기 포작계 비출목형 형태 재인용(유돈정 저·

한동수 외 역 1995).

그림 71.   양홍훈의 일주두이소로식에서 일주두삼소로식 공포로의 형성과정 

(양홍훈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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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휘로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석굴에 많이 사

용된 일두삼승과 인자대

공의 형식은 주로 창방 대

신 주두 위 수평 부재 위

에 도리방향으로 사용되

어 두공이 출목에 의해서 돌출된 외팔보(cantilever)의 원

리에 따라 이루어지는 구조와는 개념적으로 동일하지 않은 

점이 있다고 생각된다.35 이러한 영향으로 고구려 고분벽화 

중 천왕지신총(5C중)과 덕흥리 고분(408)에서도 같은 표현

이 묘사되었고 실재 형상이 묘실 내 설치되었다. 비슷한 시

기에 축조된 여타 고분에 표현되지 않은 것은 역시 묘주의 

신분이나 지위에 의한 통치 권력과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

다. 시기적으로 대륙과 별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조형적인 

차이를 보이는 것은 군사·정치와 다르게 같은 문화권에서 

활발한 인적교류와 문화교류가 있었다는 것과 대륙의 인위

적인 조형미와 다른 선적(線的) 조형미(造形美)를 추구하

여 차별화를 시도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두삼승식 사

례로는 남북조시대(386~589년)에 해당하는 4C말에서 6C

초에 고구려 각저총·무용총·귀갑총·안악2호분 등에 쓰이

기 시작하였다. 이 역시 묘주들의 지상가옥에 쓰인 공포형

식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대륙과의 일두삼승식 공포 사용

시기에 대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 한대(漢代)·남북조시대

(南北朝時代)의 일두삼승식이 주로 굽받침이 없는 반면에 

고구려 일두삼승식은 굽받침이 있는 주두와 소로가 사용

되어 차별을 두었으며, 점차 상부 공안(栱眼)과 선단 하부 

조형에 차이를 두어 고구려 민족의 정서에 맞도록 토착화

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3) 일두오승식(一斗五升式)

일두오승식(一斗五升式) 두공은 일두이승식 위에 첨

차를 올리고 첨차 중앙과 양단에 소로를 놓아 상부 부재의 

하중을 받는 구조이다. 주두와 소로는 굽받침이 묘사되지 

않은 것이 대부분이다. 사례로는 중국 한대 건축 명기에 묘

사되었으며,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는 성총(星塚)에서 유일하

게 과도기적인 형상이 묘사된 것으로 보여 선호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4) 일두육승식(一斗六升式)

일두육승식(一斗六升式) 두공은 일두삼승식 위에 첨

차를 올리고 첨차 중앙과 양단에 소로를 놓아 상부 하중

을 받는 구조형태이다. 굽받침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이 사용

되었으며, 같은 공포에서 굽받침이 있는 것을 사용하는 경

35 윤장섭, 1977. 4, 앞의 책, pp.39~48.

그림 74.   성총 

(세키노 다다시關野貞 1913).

그림 75.   일두오승식 

(유돈정 1988: 135).

사진 11.   일두오승식(한대 건축 명기). 사진 12.   일두오승식(한대 건축 명기).

그림 73.   각저총·무용총·귀갑총·안악2호분(김영숙 1988: 29).

그림 72.   일두삼승식(남북조) 

(유돈정 저·한동수 외 역 

1995: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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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에도 첨차 중앙에 있는 

소로는 굽받침이 없는 것

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사

례로는 갑신총, 용강대묘, 

쌍영총, 안악1호분 등이 

있으며, 일두오승식보다 

더 선호한 것으로 추정된다.

5) 첨차살미 출현, 삽공(揷栱)

삽공(揷栱)은 북위(386~534년)36시대 출목수법에 영

향을 받은 고구려가 연화총, 요동성총, 우산리1호분에서 보

방향으로 출목이 사용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때 일

두오승식 두공은 일두이승식 위에 첨차를 올리고 첨차 중

앙과 양단에 소로를 놓아 상부 하중을 받는 구조형태이다. 

고구려에서는 5C초에 축조된 것으로 추정되는 성총, 연화

총, 우산리1호분 등에서 쓰이기 시작하였다. 

삽공은 첨차살미의 출현 이전에 

기둥 상부에서 보방향으로 뻗어 나온 

것으로 추정된다. 즉 삽공은 차양칸 기

둥에서 기둥을 대신하여 차양칸 지붕

을 받치는 공포부재(삽공)로 발전 가능

성을 추정할 수 있다.

상기와 같이 고찰한 결과, 벽화고

분이 한(漢)의 분묘 내 석관(石棺)에 그린 그림에 기원을 두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C경 이후 한(漢)은 쇠퇴한 반면 고

구려는 도성(都城)을 중심으로 고구려 형식의 고분벽화를 

활발하게 축조하였다.

Ⅴ. 일본 고분벽화 공포도와의 비교

일본은 4세기경 농경문화의 발달로 생겨난 약 100여

개의 작은 부족국가들이 긴키(近畿)지방을 중심으로 통

합되어 천황을 모시는 야마토(大和)정권을 창출하고 권

력을 잡은 왕과 귀족들은 권위를 과시하기 위하여 거대한 

분묘를 경쟁적으로 축조하는 고분시대(古墳時大)37를 맞

이하였다.

그러나 일본에서 현재까지 고분벽화38가 확인된 것은 

고구려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아스카 지역에서 일본에서는 

더 이상 고분이 축조되지 않는 시기인 7세기말에서 8세기 

초에 축조된 다카마스 고분(高松塚)과 기토라(キトラ) 고분

36 황세옥, 2010, 「한국 고건축목조결구기법 변천과정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137. 4한·중 시대별 건축적 특징 비교표.

37 고분시대란 일본에서 3세기 말부터 8세기 초에 걸쳐 성주(城主)와 같은 통치자의 분묘가 축조된 시기를 말한다. 

38 門田誠一, 2004, 「고구려 고분벽화와 일본 飛鳥(아스카)시대 고분벽화의 비교연구」

그림 76.   1두6승식(남북조) 

(윤장섭 1977: 97).

그림 77.   감신총·용강대총·쌍영총(김영숙 1988: 30).

그림 78.   차양칸 삽공 발생 및 변천 과정(이윤화 저·이상해 외 역 2000).

그림 79.  우산리1호분 

(김영숙 1955: 30).

그림 80. 연화총 

(김영숙 1988: 30).

그림 81.  삽공 

(이윤화 저·이상해 외 역 

2000).

그림 82. 성총(세키노 

다다시關野貞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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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龜虎塚) 두 분묘뿐이

며 일본고분에는 벽화

가 전혀 발견되지 않

고 있다. 특히 다카마

스고분39은 묘사된 인

물, 생활풍속과 사신

도 및 천문도의 내용

으로 볼 때 고구려 수

산리 고분벽화와  같

으며 다카마스고분벽

화를 그린 화가는 고

구려 멸망(668) 후 일

본으로 망명한 고구려인 황문본실(黃文本實)로 밝혀졌다.40 

일본 왕족과 명문가의 성씨를 정리해 놓은 「신찬성씨록(新

撰性氏錄)」에서도 황문(黃文)씨를 찾을 수 있다(黃文蓮高

麗國人久斯那王之後也).

백제 의자왕의 아들인 선광(善光) 왕자의 무덤이라는 

주장이 제기돼온 일본 나라(奈良)현 아스카(明日香)촌 기토

라고분(キトラ)의 천문도와 사신도는 고구려의 직접적인 영

향을 받은 것41으로 조사되었다. 이 두 고분은 고구려계 화

공집단 ‘황문연 가문’인 것이다. 7C 후반에서 8C초 일본 왕

실의 화가 집단 중 가장 돋보인 그룹은 고구려계 황문연(黃

文蓮) 가문(家門)이었다. 아스카에는 이미 고구려계 도래인

이 있었다. 5C부터는 백제인이, 6세기 중엽 이후에는 고구려

인이 진출하였다.42 668년 라당연합군을 피해 많은 고구려 

유민들이 이곳에 자리잡았다. 그들이 기토라, 다카마쓰총의 

벽화를 그렸다라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일본 아스카지역의 

두 벽화고분은 바로 고구려인에 의해 만들어진 고구려 고분

인 것이다. 

다카마스와 기토라고분벽화를 통하여, 고향을 잊지 

39 다카마스(高松) 고분(塚)은 7세기 말부터 8세기 초에 조성된 고분으로 1972년 3월 조사에 의해 발굴되었다. 석실 내부는 길이 265㎝, 너비 103.4㎝, 높이 

113.5㎝로 천정부에는 성숙도(星宿圖, 별자리), 서벽(西壁)에는 달과 백호, 남자군상, 동벽에는 해와 청룡, 여자군상, 남자군상, 북벽에는 현무가 그려져 있는

데 남녀군상 모두 고구려 사람들 모습이다.

40 동아일보, 1972. 5. 27(토), 황문본실(黃文本實)은 황문(黃文)씨의 자손으로 중국 당(唐)에 유학한 일이 있고, 일본에서는 요직을 맡고 일본 내 황족과 밀접한 

관련이 있었으며 궁정으로부터 우대를 받은 일이 있다.

41 노동신문, 2002. 1. 3, 김은택, 「일본의 문화발전에 미친 고구려의 영향」. 2015년 일본 문화청과 나라(奈良) 문화재단 연구소는 7월 15일, 기토라(キトラ) 고분

(나라현 아스카무라=明日香村)의 벽화(7세기 말~8세기 초) 천문도에 대해 “4세기경에 중국의 창안(長安)과 뤄양(洛陽)에서 관찰된 성좌도를 기본으로 작성

됐다”는 등의 연구자의 새로운 분석 결과를 밝혔다. 

42 최택선, 1979, 「중세편 -백제 및 전기신라사-」 『조선전사』 4, 사회과학원 고고학연구소, pp.80∼83; 최택선, 1979, 「중세편 -고구려사-」 『조선전사』 3, 사회

과학원 력사연구소·과학 백과사전출판사.  “백제에는 노반박사(鑪盤博士), 와박사(瓦博士)와 같은 기술직에도 박사가 존재했다. 누반사(鏤盤師)라고도 한

다. 6세기 말 일본으로 건너가 일본에서 불탑 건축공사에 참여하였다. 누반(鏤盤)은 본래 목조건축물의 지붕 위에 설치하는 방형의 누대를 의미하였는데, 점

차 상륜부의 최하단에 방형 석재로 표현되다가 철이나 동으로 주조되기 시작하였다. 이를 노반(露盤)이라고도 한다. 일본 기록에 나타난 노반박사도 철, 동을 

사용하여 상륜부를 주조했을 것으로 추측한다.” 황세옥, 2016, 『한국사』, 도서출판 온고지신, p.176. 

사진 13.   법륭사 중문. 사진 14.   법륭사 오중목탑. 사진 15.   법륭사 금당.

그림 83.   西壁 아스카미인 

(奈良縣立橿原考古學硏究所編 

1972,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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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하와이 대학의 고고학 교수 Jon Carter Corvell 부부는 그들의 공저 『Korean impact on Japanese culture』에서 “북위는 중국이 아니고 한민족과 같은 

계열인 돌궐족의 나라다. 백제와 고구려가 북위와 교류가 있었으니 북위의 양식이 두 나라에 스며드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석가 삼존상에 북위나 수나라의 

양식이 일부분 가미되었지만 전체적 불상 제조는 백제 양식이다. 이처럼 북위나 수나라의 기법을 혼용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기술자는 백제 사람뿐이다….”

또한 일본이 4세기경 백제와 고구려에서 이주한 한국인이 세운 나라라는 것과 현대일본어가 고대 고구려어에서 유래한 것으로 기술하고 있다.

표 2. 고구려 고분벽화에 묘사된 공포형식의 유형분류 체계표

고분명 고분편년 공포형태 벽화주제 형상1 형상2 형상3

전기

(4세기)

비포작계

(받침목형)

만보정 3C중∼4C중 2단받침목 인물생활풍속도

우산리2호분 3C후 3단받침목
인물·생활풍속도

사신도

태성리1호분 4C전∼후말 1단받침목 인물·생활풍속도

태성리2호분 4C전 2단받침목 인물·생활풍속도

복사리고분 4C전 3단받치목 인물·생활풍속도

않으려고 망국의 한을 품고 타국에서 그리움으로 살다가 

죽어간 황문연 가문에게 일본에서 살면서 그들이 고국에

서 누렸던 건축이 확인되지 않은 것은 타국에서 위로가 되

었던 일상생활과 풍속, 신앙과 다르게 망명인에게 고국의 

건축은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고 보인다.

그밖에 관련 건축 유구로는 6C경 아스카시대 백제장

인에 의해 의하여 건립되었으며 고구려와 백제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는 호류사(法隆寺, 607) 금당과 오중목

탑(五重木塔) 등이 있다. 이는 고구려의 혜자와 백제승 혜

총으로부터 불교를 배웠던 쇼토쿠태자(聖德太子)가 우리나

라에서 건축양식이 가장 발전된 고구려의 건축양식을 모범

으로 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백제장인을 초빙하여 건립

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비슷한 사례가 국내에서는 백제 

아비지(阿非知)를 초빙하여 건립한 신라의 황룡사구층목탑

의 예를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43 성덕태자가 주관하여 건

립한 법륭사 이외에 광륭사, 사천왕사 등 7대 가람에도 비

슷한 공포형식의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법륭사 금당과 오중

목탑 및 동원 몽전(夢殿) 팔각형 금당 등에 설치된 기둥 위 

일두삼승식 형상, 인자형 화반이나 동자주 화반 등 공포의 

형상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보이는 기법이나 형상과 매우 

흡사하다. 법륭사 금당 상층공포는 성총(星塚) 하층공포는 

연화총(蓮花塚)의 공포를 그대로 옮겨 놓은 듯하다. 

상기와 같이 고찰한 결과, 일본 내 두 개뿐인 벽화고

분은 고분시대가 막 끝난 직후 아스카지역에서 백제와 고

구려 멸망 전후 일본으로 망명한 백제와 고구려계 귀화인

이 묘주인 벽화고분이며, 그 이전에는 일본 내 벽화고분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분벽화의 주제는 쉽게 변하지 

않는 당시의 일상 생활풍습과  정신적 지주인 신앙과 관련

된 사신도 및 천문도만이 묘사되고 고국에서 살던 건축물

은 타국에서 더 이상 고국에서처럼 벽화의 주제가 아닌 것

으로 확인되었다. 동족인 백제와 고구려 유민들은 타국에

서 남다른 형제애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고구려 공포양식을 도표로 정리하면 다음 <표 2>

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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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명 고분편년 공포형태 벽화주제 형상1 형상2 형상3

전기

(4세기)

비포작계

(받침목형)

안악3호분 357년 인물·생활풍속도

각저총 4C말∼5C초 인물·생활풍속도

안악1호분 4C말 인물·생활풍속도

팔청리고분 4C말∼5C초
인물·생활풍속도

사신도

삼실총 4C말∼5C초 3단받침목
인물·생활풍속도

사신도

환문총 4C말∼5C초 2단받침목
장식무늬도

사신도

무용총 4C말∼5C초 인물·생활풍속도

장천1호분 5C중 4단받침목
인물·생활풍속도

장식무늬도

옥도리고분 4C말∼5C초 인물·생활풍속도

중기

(5세기)

준포작계

(주두형)

용강대총 5C초 인물·생활풍속도

덕흥리고분 408 인물·생활풍속도

누하주

대안리1호분 5C중
인물·생활풍속도 

사신도

약수리 5C초 2단받침목
인물·생활풍속도

사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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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분명 고분편년 공포형태 벽화주제 형상1 형상2 형상3

중기

(5세기)

준포작계

(주두형)

요동성총 5C초·중
인물·생활풍속도

사신도

감신총 4C전∼5C전 인물·생활풍속도

안악2호분 5C말∼6C초 인물·생활풍속도

산연화총 4C말∼5C초 3단받침목
인물·생활풍속도

장식무늬도

대안리1호분 5C중
인물생활풍속도

사신도
人자대공

통구12호 5C중 1단받침목
인물·생활풍속도

장식무늬도

천왕지신총 5C중
인물생활풍속도

장식무늬도
人자대공

마선구1호분 5C중
인물·생활풍속도

장식무늬도
누하주

수산리고분 5C말 인물·생활풍속도

고산리20호분 5C말 사신도

보산리고분 5C말
인물·생활풍속도

사신도

쌍영총 5C말
인물·생활풍속도

사신도

후기

(6세기)

포

작

계

비

출

목

계

귀갑총 4C말∼5C초 장식무늬도

덕화리1호분 6C 1단받침목
인물·생활풍속도

사신도

덕화리2호분 6C
인물·생활풍속도

사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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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상기와 같이 고찰한 결과, 고구려 고분벽화는 중국 한

(漢)에 기원을 두고 있으나 5C 이후에 한(漢)은 축조가 쇠

퇴한 반면 고구려는 북방의 중심이 되어 활발하게 고분벽화

를 축조하였으며, 멸망 후 귀족들은 일본으로 망명하여 일

본 아스카 지역에 고구려 고분벽화를 축조하였다. 특히 벽

화의 공포도는 토착화된 고구려 공포형식으로 완성도가 높

은 체계와 수준 높은 기술력을 남겨 놓았다. 고구려 고분벽

화에 묘사된 공포도는 우리나라 공포의 발전과정을 매우 

잘 보여주고 있다. 

일반적인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고구려 고분은 일반적으로 후대로 가면서 시기별 

변화되는 벽화내용과 주제에 따라 전기·중기·후기

로 구분하나 벽화에 묘사된 건축의 공포나 성곽도

는 시기와 무관하게 묘주가 생전에 군사·행정·정

치·사회적으로 누렸던 신분과 지위에 따른 권력의 

높낮이 정도에 의해서 옥사(屋舍)에 제한이 있었다

고 판단된다. 

2.   고구려의 각 지방은 크고 작은 여러 성곽을 중심으

로 성주가 군사권과 행정권을 행사하였다. 한 생활

공간에 단계별 공포의 유형이 다른 것은 건물의 기

능과 용도에 따라 위계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안악3호분이다. 

3.   묘실 내 공포는 각우부(角隅部)에 나타나 있으며 

이는 묘실이 한 칸 구조이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으로 공포는 주상부에 설치하는 주심포 구조로 

이해된다.

4.   인자대공과 합장의 구분은 기둥 위 대들보에 설치

한 경우는 합장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며, 천왕지신

총처럼 종보 위에 설치하는 경우는 인자대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고구려 공포도는 구조형태상 비포작계, 준포작

계, 포작계의 3단계로 분류되고 포작계는 비출목형과 출목

형으로 세분화가 가능하며, 우리나라 공포의 기원을 형성

하였다고 할 수 있다. 유형별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비포작계(非包作系) 

1)  기둥이 보, 도리 등 수평재를 직접 지지하는 구조

형태이다. 

2)   기둥머리 상부에서 1개 이상의 받침목이 기둥머리

를 관통하여 끼이거나 위에서 포개진 채 상부 부재

를 받치는 구조형태이다. 

3)   기둥머리 상부 받침목이 주두형상의 판재로 끼워

진 채 상부 부재를 지지하는 구조형태이다. 이러한 

사례로는 산연화총과 환문총 등이 있다. 

2. 준포작계(準包作系) 

1) 받침목이 주두형상으로 발전하였다.

고분명 고분편년 공포형태 벽화주제 형상1 형상2 형상3

출

목

계

연화총 5C초 생황풍속도

우산리1호분 5C말
인물·생활풍속도

사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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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받침목 상면에 갈을 만들어 상부 부재를 통끼움 하

도록 된 구조형태이다. 

3)   완벽한 주두형태이나 기둥머리 위에 구조적·의장

적 받침재로 쓰일 뿐 포작에 필수적인 첨차나 소로

와 같은 부재가 출현하지 않은 구조형태이다. 

4)   양갈주두 위에 장여와 같은 가늘고 긴 수평부재가 

끼어있는 구조형태이다. 이러한 사례로는 천왕지신

총 등이 있다.

3. 포작계(包作系)

1)   포작계 초기 주심에서 도리방향으로 이갈주두 위

에 하나의 첨차 위 양단에 소로가 놓이는 1주두

2소로 유형과 첨차 중앙에 받침목과 발전하여 주

두가 놓이는 1주두3소로 유형으로 발전하는 구조

형태이다. 이러한 유형에는 무용총, 각저총, 귀갑총, 

안악2호분, 성총 등이 있다. 

2)   포작계 초기 이후 주심에서 도리방향으로 주두 위

에 두 개의 첨차가 놓이는 경우로 1주두5소로 혹

은 1주두6소로 유형으로 발전하는 구조형태이다. 

이러한 유형에는 용강대묘, 감신총, 쌍영총, 안악 

1호분 등이 있다. 

3)   주심에서 도리방향 뿐만 아니라 보방향으로도 첨

차와 동일한 형상의 첨차형 살미가 설치되는 구조

형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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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guryo’s tomb mural paintings in North Korea are our precious cultural heritage which have been 

designated as UNESCO World Heritage property receiving high praise in the following criterion, i) exceptional 

creativeness of human being, ii) representative value showing the stage of development in construction history 

of East-Asia, iii) aesthetic superiority iv) uniqueness of building construction including tombs’ ceiling.

Mural paintings have been found from almost 100 tombs of the Koguryo dynasty out of 130 which are 

scattered across Huanren County, Lianoning Province, Ji’an, Jilin Province in China and Pyongyang in North 

Korea. Especially, most of them are gathered in Pyongyang from 4th and 5th century. Peculiarly, some of them 

have been constructed before King Jangsu’s transfer of the capital to Pyongyang(AD 427). It can be regarded 

that Pyongyang territory had been under control of Koguryo and to become a new capital in the near future. 

And dense emergence of such tombs since the capital transfer from Gungnae City to Pyongyang during the 

reign of Jangsu is linked closely to the construction of tombs for rulers under strengthen royal authority of 

Jangsu and centralized system of authoritarian rule. 

Tomb mural paintings describe the owner’s figure pictorially based on the truth just as in his living years. 

General lifestyles of ruling powers and sovereigns can be seen from the wall paintings portraying several 

buildings with various styles, figures, manners of living, which are considered that the tomb owner had led 

politically and sociologically in his life. In spite of not enough proofs to approve figure of architectures or 

“Gong-Po” in wall paintings on the tombs as those of Koguryo, it is persuasive with consideration for painting 

and decoration inside the tomb like wooden building in real life for the purpose of reenacting and continuing 

the tomb owner’s luxurious life after death. “Du-Gong-Po-Zak” had appeared in company with Koguryo tomb 

murals and it can be found in most of the murals. And the emergence of substantial “Gong-Po-Do” can be 

counted more than a century ahead of the figure in murals. 

It could be a reasonable assumption as regards Koguryo tomb murals time of appearance match up with 

production period of Gahyungmyunggi(家形明器) and Hwasangseok(畵像石)·Hwasangjeon(畵像塼) Design in 

the Mural Painting of the East-Han(東漢) Ancient Tombs in China.

A Study on Classification System for Gong-Po-Do 
Style in Tomb Wall Paintings of Koguryo

Hwang Se-Ok
Korean Ancient Architecture Cultural Properties Technology Institu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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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this study, architectural “Gong-Po”s described in Koguryo tomb murals are categorized largely in 

“Bi(non)-Po-Zak-kye”, “Jun(semi)-Po-Zak-kye”, and “Po-Zak-kye” based on presence of “Ju-Du”, “Cheom-Cha”, 

and “Cheom-Cha-Sal-Mi” with developmental aspect, and, “Po-zak” is subdivided as “Bi(non)-Cheul-Mok” 

and “Cheul-Mok” types.

Keyword    Koguryo Tomb Wall Paintings, Bi(non)-Po-zak-kye, Jun(semi)-Po-Zak-kye, Po-Zak-kye, Supporting w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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