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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가변적, 재료적 특성으로 인해 원형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았던 판장(板墻)을 대상으로, 판장의 사용양상과 용례, 구성

요소와 구조에 대한 실증 및 고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나무널로 만든 담장을 가리키는 판장은 기능, 구조, 단청색 등에 따라 다양한 용례로 사용되었다. 유사한 용례인 판장문과  

목판장은 전통적인 판장과 밀접한 관계가 없다. 또한 판장과 재료적으로 유사한 중국의 목영벽과 일본의 판병도 판장과는 분명한  

구조적 차이가 있다.

둘째, 판장의 변용유형은 크게 이목기판장, 살판장, 흙판장 그리고 한자어가 다른 판장(板障)으로 구분된다. 이목기판장은 두 단의 

방연이 사용된 판장을 가리키며, 살판장은 살대와 널로 만든 투시형 판장을 의미한다. 흙판장은 흙담과 판장의 절충적 형태이며, 판장

(板障)은 벽체의 성격을 지닌 고정형 시설로 추정된다.

셋째, 판장의 목부재로는 신방, 기둥, 도리, 중방, 인방, 널, 띠목, 초엽, 방연, 개판, 평고대, 연함 등이 조영의도와 구조형식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용되었다. 목부재 외에 못, 잠금장치, 구체적인 용처를 알 수 없는 부속요소도 함께 사용되었다.

넷째, 판장의 기단부는 목부재의 종류와 결구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되며, 축부는 상인방의 사용유무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지붕부 재료로는 개판과 기와가 사용되는데, 각각의 재료에 따라 명확한 구조적 차이가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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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전통공간을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 중 외부공간의 (조

경)시설물에 관한 연구는 여전히 시론적인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지금은 멸실되어 찾아볼 수 없는 시설물에 대한 

연구적 논의와 시도는 많지 않았다. 역사적 사료에 따르면 

전통공간에서 사용되던 시설물은 약 300여개에 이른다.1 

하지만 현재까지도 존속되고 있는 시설은 반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석재와 벽돌로 이루어진 것이 전부이다.

특히 신설과 철거가 용이한 가변시설(可變施設)2은 

주로 사료를 통해서만 알려지고 있다. 마당에 임시로 설치

되는 마루인 보계(補階), 햇볕을 가리기 위해 치는 천막인 

차일(遮日), 식물을 이용해 만든 병풍 형태의 울타리인 취

병(翠屛) 등이 대표적이다. 나무널로 만든 담장인 판장(板

墻)도 마찬가지이다(그림 1). 주로 「동궐도(東闕圖)」를 통해

서만 판장이 확인되었고, 원형은 남아 있지 않다.3 기록에 

따르면 판장은 공간성격과 조영목적에 따라 여러 양상으

로 변형되었으며, 궁궐을 포함한 전통공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그럼에도 이에 관한 양상과 용례는 잘 알려지

지 않았다.

한편 생목(生木)이나 목재(木材)가 사용된 울타리와 

달리 판장은 제재목(製材木)을 이용하여 구조적으로 매

우 발전된 형태의 담장이다. 판장의 구조에 대해 한수원

(2001)은 이동식과 고정식으로 대별된 상세도를 제시하였

지만,4 단편적인 사료에 편중되어 원형과는 다소 차이가 있

다(그림 2). 또한 판장의 사용부재와 구성방식에 따른 다양

한 구조적 유형도 밝혀진 바가 많지 않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우선 가변적, 재료적 특성으로 

인해 멸실된 판장을 대상으로 역사적 사용양상과 용례를 

1 김영모, 2012, 『알기 쉬운 전통조경 시설사전』, 동녘, p.4.

2 가변시설(可變施設)은 주건축물의 형태나 성질을 바꾸는 대체(代替)의 의미보다 공간적 보완(補完)을 위해 설치하는 시설물로 일반적인 건축물과는 차별화되

며, 특정한 목적을 위해 일시적으로 신설, 철거되는 것과 주건축물의 공간사용 조건에 따라 일정기간 설치되거나 쉽게 철거와 이동이 가능한 임시 설치물이다. 

손성기, 2009, 「동궐도에 묘사된 가변시설과 궁궐의 공간운영」, 경북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p.1.

3 조선시대의 사우(祠宇)인 칠궁(七宮)에 1970년대에 재현된 판장류(板墻類)의 시설이 남아있다.

4 한수원, 2001, 「조선후기 궁궐건축의 가변시설에 관한 연구-판장, 취병, 가퇴, 휘장, 차양을 중심으로-」, 경기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석사학위논문.

그림 1. 판장(출처 : 「동궐도」,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그림 2. 이동식과 고정식판장의 상세도(출처 : 한수원, 2001,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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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롭게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판장을 구성하는 목부재와 

부속요소의 종류를 실증적으로 고찰하는 한편 추후 판장

의 복원(또는 재현)을 위한 기초자료를 축적하기 위해 구조

적 유형에 따른 추정안을 함께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본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조선시대로 한정된다. 판장

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 불분명하고, 조선시대 이전의 문

헌에서는 판장의 용례가 극히 드물기 때문이다. 내용적 범

위는 크게 판장의 사용양상과 용례 그리고 구성요소와 구

조로 구분된다. 세부적으로는 판장의 개념과 유사시설, 변

용유형과 사용공간, 목부재와 부속요소, 구조와 추정도해

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졌다.

한편 본 연구는 판장에 관한 실증적 연구성과를 도

출하기 위해 역사적 사료의 총체적인 조사와 면밀한 분석

을 통해 이루어졌다. 관련사료의 종류는 크게 의궤(儀軌), 

편년사(編年史), 문집(文集), 등록(謄錄) 등의 문헌 그리고 

도형(圖形), 간가도(間架圖), 회화(繪畫), 도병(圖屛) 등의 

도화로 구분된다. 판장과 관련되어 중요한 역사적 사실을 

담고 있는 원전(原典)은 국역(國譯)을 통해 연구자료로 활

용되었다.

3. 선행연구의 성과와 한계

전통공간의 가변시설에 관한 연구는 많지 않았다. 그 

중 최지영(2002)5은 궁중연향을 중심으로 차일의 활용방

식, 구성요소, 종류, 구조방식 등에 관한 심도있는 고찰을 

통해 궁중의례에서 사용된 차일의 기능과 특성을 밝히고 

있다. 또한 정우진 외(2014)6는 고문헌을 통해 조선시대 취

병의 특성과 제요소를 분석하는 한편 2008년 복구된 창덕

궁 주합루 취병이 정밀한 고증의 부재로 원형과 차이가 있

다는 점을 피력하였다. 이상의 연구가 특정 가변시설만을 

중점적으로 고찰하여 진일보한 연구결과를 도출한 반면 판

장은 주로 가변시설 또는 조경시설물을 포괄적으로 다룬 

연구에 국한되었다.

먼저 한수원(2001)7은 판장, 취병, 가퇴, 휘장, 차양을 

중심으로 가변시설을 통한 궁궐건축의 활용특성을 분석

하면서, 판장의 분류, 기능, 형태별 특징, 활용방식 등을 부

분적으로 파악하였다. 손성기(2009)8도 「동궐도」에 묘사된 

판장, 휘장, 홍살 등의 가변시설이 궁궐 중심공간의 활용방

식에 미치는 영향과 역할에 대해 고찰하였고, 가변시설이 

공간의 질서와 위계를 표방하는 도구로서 적극 이용되었다

고 밝혔다. 또한 김영모(2005)9는 화성행궁 일곽의 조경시

설물에 대한 위치를 비정하고, 일부 시설의 규모와 형태를 

상세도로 제시하면서, 판장의 복원에 대한 견해도 함께 밝

히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판장에 대한 시론적 논의로서 소기

의 성과를 거두었다. 그러나 판장의 전반적인 실체를 규명

하는데 다음과 같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첫째는 궁궐 중

심의 연구에 치중되었다는 점이며, 둘째는 다각적인 사료

의 조사와 분석에 미비했다는 점이고, 셋째는 실증적·실용

적 연구결과의 도출에 미흡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

는 궁궐을 포함한 전통공간을 포괄적으로 다루는 한편 관

련사료를 총체적으로 분석하여 판장에 관한 새로운 역사적 

사실을 밝히고, 복원 또는 재현을 위한 기초적 준거를 더욱 

실증적으로 규명하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5 최지영, 2009, 「조선시대 궁중의례에서 사용된 차일의 기능과 특성에 관한 연구-19세기 이후 궁중연향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건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6 정우진 외, 2014, 「취병의 조성방법과 창덕궁 주합루 취병의 원형규명」 『문화재』 Vol.47, No.2.

7 한수원, 2001, 앞의 논문.

8 손성기, 2009, 앞의 논문.

9 김영모, 2005, 「화성행궁 조경시설물의 고증 및 복원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조경학회지』 Vol.23, No.3.



71  Oh Jun-young   조선시대 판장(板墻)에 관한 연구

Ⅱ. 판장의 사용양상과 용례

1. 개념과 유사시설

판장은 나무널을 뜻하는 ‘板’과 담장을 뜻하는 ‘墻’이 

합쳐져 사전적으로는 나무널로 만든 담장을 가리킨다. 판

장이 언제부터 사용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정사(正史)의 

경우 『중종실록』에서 처음 판장이 등장한다.10 판장은 ‘板

牆’이나 ‘版墻’이라는 한자어로도 쓰인다. 또한 기능적 측면

이 강조되어 햇빛을 가린다는 뜻의 ‘차양판장(遮陽板墻)’,11 

단청색에 관련하여 붉은 칠을 한 판장을 가리키는 ‘홍판

장(紅板墻)’이라는 용례도 있다. 그동안 판장은 주로 궁궐

과 같이 위계가 높은 왕실공간에만 한정적으로 설치되었

다고 알려져 왔다. 하지만 판장은 궁궐 외의 전통공간에서

도 보편적으로 사용되었다. 대표적으로 관영건축인 전옥서

(典獄署)12와 외규장각(外奎章閣),13 사묘건축인 영희전(永

禧殿)14과 남관왕묘(南關王廟),15 조선후기의 사대부 주택인 

사의당(四宜堂)16에 관한 문헌에서 판장의 사용에 관한 기

록이 등장한다.

판장은 면장(面墻), 영롱장(玲瓏墻), 가요장(哥窯墻), 

방화장(防火墻)과 함께 특수담장에 속하지만, 일반담장과 

동일하게 주로 시선차단, 공간구획의 용도로 사용된다. 일

본의 에도시대부터 메이지시대까지 널리 사용된 한국어 

학습서인 『교린수지(交隣須知)』에서도 판장의 용례가 ‘판

쟝을 허니 서로 막키여둇외’ 라는 예문으로 설명되어 있

다.17 시선차단용의 판장은 주로 출입문과의 동일한 축선

의 안쪽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독립적으로 설치된다. 개폐

가 가능한 문이 개방되었을 때를 고려하여 내부공간으로

의 시선을 차단하는데 목적이 있다(그림 3). 반면 공간구획

용 판장은 주로 2칸 이상의 일체화된 형태로 제작되며, 행

각 또는 담장 등에 부속적으로 설치된다. 또한 분할된 공간

과 공간을 연계하기 위해 판장은 중문과 함께 설치되는 경

우가 많으며, 출입용도의 개구부가 판장에 설치되는 경우

도 있다(그림 4). 시선차단과 공간구획에 비해 일반적이지 

않지만, 판장은 동선조절의 용도로도 사용되었다. 동선을 

분리 또는 유도하거나, 이동을 제한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시선차단과 공간구획의 기능에 겸용 또는 파생되는 경우가 

많다(그림 5).

한편 판장이라는 용례와 관련되어 판장문(板墻門) 그

리고 목판장(木板墻)이라는 시설도 있었다. ‘판장문(板障

門)’이라고도 쓰이는 판장문은 한옥에 설치된 창호(窓戶)의 

한 종류로서 나무널과 띠목(帶木)으로 구성된 간단한 구조

이다. 용어상의 이해에 따라 ‘판장으로 만든 문’으로 해석

10 『중종실록(中宗實錄)』, 중종25년(1530) 10월 10일, “… (상략) … 변백윤이 말하기를 ‘판장(板墻)의 작은 틈으로 내어보였다.’ 하므로, 낭관이 그말에 따라 빈 

종이책을 가지고 판장 틈에 시험하니 매우 좁아서 넣을 수 없었습니다. … (하략) …”.

11 차양판장은 『저승전의궤(儲承殿儀軌)』에 유일하게 등장하는 용어이다.

12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현종8년(1667) 10월 18일, “심재(沈梓)가 형조(刑曹)의 말로 보고하기를, 전옥서(典獄署)의 담장(墻垣)에 설치한 가시울타리(棘

圍)가 해가 오래되고 허물어졌으며, 안쪽 판장(板墻)도 썩은 곳이 많아 고쳐야 하므로, 전례에 따라 수개할 것을 선공감(繕工監)에 분부하여 … (하략) …”. 

13 『내각일력(內閣日曆)』, 정조15년(1791) 4월 27일. “… (상략) … 전각 안의 포진(鋪陳)한 것 중 간간이 썩어서 부서진 것, 전퇴에 포진(鋪陳)한 점석(簟席)의 전

수(全數)에서 파손된 것 그리고 서월랑(西越廊) 판장(板墻)과 숙배정(肅拜庭)의 포전(鋪磚) 등 미처 수리하지 못한 것 … (하략) …”.

14 『영희전영건도감의궤(永禧殿營建都監儀軌)』, 稟目. “예재실(睿齋室) 동행각(東行閣) 전면(前面)의 판장(板墻) 다섯 칸을 새롭게 만들어 배설하는데 들어가는 

물력(物力)을 마련하고, 후록(後錄)하여 앙품(仰稟)하오니 차례대로 내려주시는 것이 어떠한지요?”.

15 『금위영도등록(禁衛營都謄錄)』, 辛亥正月二十八日. “본묘(本廟, 남관왕묘) 정전(正殿)에 비가 새고, 남북 월랑(月廊)은 중간 중간 비가 새서 벽화(壁畵)가 박

락(剝落)하였고, 중삼문(中三門)에 비가 새서 북벽이 허물어졌으며, 수라간(水剌間) 세 칸과 판장(板墻) 두 칸이 퇴락(頹落)했으며, 문신(門神)인 토인(土人)과 

토마(土馬)가 파락(破落)하여 … (하략) …”.

16 『관암전서(冠巖全書)』, 四宜堂志, 堂宇第二. “… (상략) … 온돌방 남쪽에 다락 1칸이 있고, 다락 아래는 주방이다. 다락 남쪽 끝에 각문이 있어 정당과 접해있

다. 계단 서쪽문은 사의당의 뜰과 통하게 되어 있는데, 판장으로 막았다. … (중략) … 동쪽 계단 끝과 대청마루 모서리에는 판장을 설치하고, 담장 동쪽에 중문

을 세웠다. 그 아래 5층의 돌계단이 있다. 문옆에 세운 작은 담장이 징회각 서쪽 각문과 접해있다. … (하략) …”.

17 『교린수지(交隣須知)』 「宮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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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지만, 널판과 띠목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판장과는 밀접한 관계가 없다. 목판장(木板墻)은 주로 근

대기 문서에서 등장하는 시설이며, 목장(板墻)이라고도 쓰

인다. 1900년 10월 12일에 작성된 『각부청의서존안(各部請

議書存案)』에 따르면 목판장의 구성부재는 전통적인 판장

과 상당한 차이가 있으며, 일종의 간이울타리와 유사한 구

조이다. 목판장의 제작에 각각 널판, 기둥, 버팀목을 가리키

는 판목(板木), 주목(柱木), 탱목(撐木)만이 사용되었기 때

문이다.18

한국과 함께 동아시아 권역에 속한 중국과 일본에서

도 판장과 유사한 시설이 사용되었는데, 바로 중국의 목영

벽(木影壁)과 일본의 판병(板塀)이다. 영벽은 대문 앞이나 

안에 설치되어 내부로의 시선을 가리는 일종의 차단벽으

18 『각부청의서존안(各部請議書存案)』, 1900년 10월 12일, “【木板墻二十八間役費】 每一間 板木八介 每介價二十八戔. 柱木四介 每介價二十四戔. 撐木三介 

每介價二十六戔. … (하략) …”.

사진 1. 중국의 목영벽(출처 : www.cchicc.com)

그림 6. 일본의 판병(출처 : kotobank.jp)

투병(透塀) 원씨병(源氏塀) 대화병

그림 3.   시선차단용 판장(출처 : 「문효세자보양청계

병」,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그림 4.   공간구획용 판장(출처 : 「동궐도」, 고려대학

교박물관 소장)

그림 5.   동선조절용 판장(출처 : 「조대비사순칭경친

하도」, 동아대학교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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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조벽(照壁) 또는 병풍장(屛風墻)이라고도 한다. 영벽은 

보통 재료에 따라 구분되는데, 벽돌영벽(磚影壁), 유리영벽

(琉璃影壁), 석영벽(石影壁)과 함께 나무로 만든 목영벽이 

있다(사진 1). 판병은 일본 고유의 담장 가운데 하나이며, 

매우 발전된 형태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다. 판장과 마

찬가지로 나무널로 만든 담장을 가리키는데, 투병(透塀, す

きべい), 원씨병(源氏塀, げんじべい), 대화병(大和塀, やまと

べい)이 대표적이다(그림 6). 중국의 목영벽과 일본의 판병

은 재료적 측면에서 우리나라의 판장과 유사하지만 세부구

조에서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2. 변용유형과 사용공간

넓은 의미에서 판장은 제재목을 이용하여 만든 담장

을 총칭한다. 하지만 판장은 재료와 형태에 따라 여러 유형

으로 변용(變容)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변용유형은 크게 이

목기판장(二木只板墻),19 살판장(箭板墻),20 흙판장(土板墻) 

그리고 한자어가 다른 판장(板障)으로 구분된다.

이목기판장은 두 단의 방연(方椽, 각서까래)이 사용

된 판장을 가리키며, 한옥의 겹처마와 같은 장식 효과와 의

장성을 지닌다. 용례는 임금이 목욕하러 가던 장소로 추정

되는 곳을 도안한 「이백오십칸반한옥도(二百五十間半韓屋

圖)」에서 유일하게 등장한다(그림 7). 일반적으로 이목기(二

木只)라는 용어는 일각문(一角門)에서 사용된다. 목기연(木

只椽)21과 형태적으로 유사한 방연이 한 단일 경우에는 목

기문(木只門) 또는 단목기문(單木只門)이라고 하며, 두 단

일 경우에는 이목기문(二木只門)이라고 한다.

한편 화성행궁의 봉수당(奉壽堂)과 장락당(長樂堂) 

후정에 설치된 판장도 이목기판장으로 볼 수 있다(그림 8).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에 따르면, 이 곳의 판장을 

제작할 때 소로(小累)가 사용되었기 때문이다.22 이목기 형

19 한자음은 ‘이목지판장’이지만 차자(借字) 표기에 따라 ‘이목기판장’이라고 한다.

20 ‘살’은 우리나라의 고유어이기 때문에 한자어로 표기할 때 ‘箭’이라는 한자를 차자(借字)하였다. 차자에는 음차자(音借字)와 뜻차자(訓借字)가 있는데, ‘살’은 

뜻차자에 해당한다. ‘箭’의 뜻은 (화)살이기 때문에 홍살문(紅箭門), 살창(箭窓) 등과 동일하게 ‘箭板墻’은 ‘살판장’으로 읽는 것이 적절하다.

21 한옥지붕의 측면 박공(牔栱, 欂栱)에 꽂아넣는 부재.

22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附編三, 財用, 奉壽堂行閣. “【板墻夾門】 方柱四箇 ‘各長六尺五寸劈鍊木四株’ 信防四箇 ‘裁餘木四箇’ 道里五箇 ‘各長七尺

劈鍊木五株’ 方椽八十箇 ‘劈鍊木十二株’ 小累一百二十箇 ‘裁餘木四箇’ 龍枝板二立 ‘邊板’ 中防五箇 ‘劈鍊木二株及二破一片’ 引防五箇 ‘劈鍊木二株及二破

一片’ 壁楦二箇 ‘劈鍊木一株’ 板墻板三十二立 ‘長松板十六立’ 帶木八箇 ‘邊板四立’ 平交臺八箇 ‘邊板四立’ 蓋板二十立 ‘邊板’ 椽含十二箇 ‘邊板六立’ 板門

二隻 ‘劈鍊木一株’ 箭籠一部 ‘裁餘木一箇’ … (하략) …”.

그림 7.   「이백오십칸반한옥도」의 이목기판장  

(출처 : 「이백오십칸반한옥도」, 장서각 소장)

그림 8.   봉수당과 장락당 후정에 설치된 이목기판장 

(출처 : 『화성성역의궤』 「화성행궁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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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에서 소로는 초방연(初方椽) 위에 놓이며, 재방연(再方

椽)을 받치는 용도로 사용된다. 또한 화성행궁에 설치된 이

목기판장에는 길이 6척 5촌의 기둥과 7척의 도리가 사용

되었는데, 당시의 공역(工役)에 사용된 영조척(營造尺)으로 

환산하면 너비와 높이는 약 2m내외이다.

살판장은 사전적으로 살대(箭)와 나무널(板)로 만든 

담장을 가리키며, 「화성행궁도(華城行宮圖)」, 「득중정어사

도(得中亭御射圖)」 등에서 살펴볼 수 있다. 표현방식에서 

차이가 있지만, 기본적으로 살대와 나무널이 위아래로 배

열된 일종의 투시형 판장이다(그림 9). 『화성성역의궤』에는 

<그림 10>에서 볼 수 있는 부(趺)23의 형태를 차용하여 살

판장을 묘사한 대목도 있다.24

한편 살판장은 『화성성역의궤』와 『관암전서(冠巖全

書)』의 「화성기(華城記)」에서만 등장하기 때문에 화성 일원

에만 한정적으로 설치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판장의 일반적

인 기능, 즉 시선차단, 공간구획, 동선조절과 달리 살판장은 

출입통제를 위한 용도로 사용되었다. 『화성성역의궤』에서 살

판문(箭板門)과 살문(箭門)이라는 이명(異名)이 등장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출입통제의 목적으로 외부를 살펴보기 

위해 살대가 사용되었고, 개폐를 위해 지대석은 사용되지 

않았다. 특히 화성행궁 낙남헌의 전정(前庭)에 설치되었던 

살판장은 군사훈련, 양로연(養老宴), 어사례(御射禮) 등의 

행사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수시로 이동되던 시설이었다.25

흙판장은 사전적으로 흙(土)과 나무널(板)로 만든 담

장을 가리키며, 1757년 간행된 『정성왕후홍릉산릉도감의

궤』에서 처음 등장한다.26 『순원왕후인릉산릉도감의궤』에 

따르면 흙판장의 제작에는 흙벽의 뼈대가 되는 중금목(中

衿木, 중깃)과 함께 간소한 부재만이 사용되었다.27 때문에 

흙판장은 흙담과 판장의 절충적인 형태로 추정된다. 특히 

『정순왕후원릉산릉도감의궤』의 ‘토판장개초(土板墻蓋草)’

23 부(趺)는 상례(喪禮) 의식에서 사용되는 깃발인 명정(銘旌), 소선(素扇), 소개(素蓋)를 세우기 위한 받침을 가리키며, 각각 명정부(銘旌趺), 소선부(素扇趺), 소

개부(素蓋趺)라고 한다.

24 『화성성역의궤(華城城役儀軌)』, 附編一, 行宮. “【洛南軒】 … (상략) … 至軒之前面繼以紅箭板墻 直西二十六步而止 墻下有趺聯列如屛 從便開闔接于西墻

之頭 有擺立旗豉之事則洞撤樹塞以廣庭除 西墻之內有藏春閣五間 卽是舊建而亦以翠屛爲界 … (하략) …”.

25 『화성성역의궤』에는 낙남헌의 앞마당에서 군사훈련이 있을 경우 살판장을 치워 마당을 넓힌다는 대목이 등장한다. 이밖에 『화성행행도팔첩병(華城行幸圖八

疊屛)』의 「낙남헌양로연도(洛南軒養老宴圖)」와 「득중정어사도(得中亭御射圖)」를 통해 양로연과 어사례에 따른 살판장의 이동양상을 살펴볼 수 있다.

26 『정성왕후홍릉산릉도감의궤(貞聖王后弘陵山陵都監儀軌)』, 造成所, 稟目秩. “【中門二間所入】 方柱四次材木四株 道里二次材木二株 方椽次材木二株 蓋板

次材木二株 信防次材木二株 板門次材木三株 門乻骨屯台幷材木一株 土板墻挾門幷材木四株”.

27 『순원왕후인릉산릉도감의궤(純元王后仁陵山陵都監儀軌)』, 造成所儀軌, 稟目. “【中門四間】 柱木八箇次劈鍊八箇 道里四箇次劈鍊四箇 … (중략) … 板墻二

間引防次大條里四箇 方椽二十六箇 平交臺二箇次以上邊條里取用 中衿木六箇次小椽三箇 … (하략) …”.

그림 9.   살판장(출처 : 『화성성역의궤』 「화성행궁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그림 10.   봉부(趺)(출처 : 『국조상례보편』,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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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는 용례는 흙판장의 지붕재로서 이엉이 사용되었음을 단

적으로 보여준다(그림 11).

한편 흙판장은 산릉의궤에서만 확인되는 용례이기 때

문에 조선왕실의 능역에서만 한정적으로 사용되었을 가능

성이 높다. 또한 능역에서의 흙판장은 상장례의 준비과정에

서 임시로 건립되는 나인가가(內人假家)와 가재실(假齋室)

에 설치되었다. 일반적인 판장을 대신하여 흙판장이 사용

된 배경은 불분명하지만, 운용기한이 정해진 임시건물28의 

간소한 구조와 투박한 형태를 따른 조치로 해석된다.

한자가 다른 판장(板障)은 서유구(徐有榘)의 『임원경

제지(林園經濟志)』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며, ‘나무널(板)로 

막다(障)’라는 의미를 가진다. 『임원경제지』에서는 판장(板

障)이 ‘판벽(板璧)을 만들어서 담장을 대신한다’라고 설명

되어 있어, 정확하게는 벽체(壁體)의 성격을 지닌 고정형 시

설로 추정된다. 또한 판장(板障)의 제작은 정해진 제도없이 

설치장소의 지세(地勢)에 따라 한 칸부터 여러 칸까지 다양

하며, 직선이나 굴절된 형태로도 설치되었다. 다만 서유구

는 판장(板障)이 비바람을 막는데 한계가 있어 벽체의 나

무널이 파손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였기 때문에 벽돌로 

쌓은 담장만은 못하다고 촌평(寸評)하였다.29

판장(板障)은 기능적으로 판장(板墻)과 유사하지만, 

구조적 측면에서는 명확한 차이가 있다. 일반적인 판장(板

墻)의 축부가 나무널로 구성되는 반면 판장(板障)에는 지

면(地面)에서 인방까지 자갈과 깨진 기와가 쌓이고, 인방

부터 보30까지는 나무널이 배열된다. 보 위에는 1치 3푼(약

3.3cm)의 깊이와 넓이의 홈이 파이는데, ‘네 개의 모가 나

도록 다듬은 서까래’라고 표현된 방연의 결구 자리이다. 서

까래 위에는 개판(蓋板)이 깔리고, 그 위에는 기와가 덮인

다. 특히 서유구는 기와를 따로 구워 일반적인 건축물의 지

붕에 쓰이는 기와보다 조금 작게 제작하는 것이 좋다고 덧

붙였다.31

Ⅲ. 판장의 구성요소와 구조

1. 목부재와 부속요소

그동안의 연구는 주로 「동궐도」에만 한정되었기 때문

에 판장의 목부재와 구조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 판장

28 나인가가, 가재실 등의 임시건물은 반영구적 사용이 아니라 철거가 전제된 임시시설이었기 때문에 기와지붕이 아닌 초가(草家)로 이루어졌으며, 단청도 칠해

지지 않았다.

29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贍用志, 牆垣. “【板障】 만일 문으로 통한 길을 막으려 하거나 내외로 구별시키려고 한다면, 판벽(板壁)을 만들어서 담장에 대신한

다. … (중략) … 혹은 한 칸에 그치기도 하고, 혹은 네댓칸, 여덟아홉칸에 이르기까지 하며, 혹은 일렬로 쌓기도 하고, 혹은 구부러지게 쌓기도 한다. 그 선택은 

지세에 따라서 하므로 정해진 제도가 있는 것은 아니다. 이 벽은 서까래가 짧고 작기 때문에 비바람을 거의 막지 못하여 왕왕 벽의 널판이 벗겨지고 부서지며, 

기둥 밑뿌리가 썩는다. 따라서 완전히 벽돌로 쌓은 내구성이 좋은 담장만은 못하다.” 서유구 저, 안대회 역, 2005, 『산수간에 집을 짓고』, 돌베개.

30 원전에서는 보(樑)라고 하였지만, 엄밀하게는 도리를 가리킨다.

31 『임원경제지(林園經濟志)』, 贍用志, 牆垣. “【板障】 … (상략) … 두 기둥을 세우고 인방 하나를 기둥 중간에 설치하고, 보 하나를 기둥 위에 설치한다. 보 위에는 

거리가 한 자 정도 떨어지게 가로로 가는 홈을 판다. 홈의 깊이와 넓이는 한 치 삼 푼으로 한다. 홈마다 서까래를 하나씩 박아넣는다. 서까래는 모두 대패로 다

듬어서 네 개의 모가 나도록 만든다. 길이는 두 자로 하고, 넓이와 두께는 홈에 따라 맞춘다. 그리하여 그것을 홈에 박고나면 위로 보와 평행을 이룬다. 서까래 

위에는 널판을 깔고, 널판 위에는 기와를 덮는다(원주: 기와는 따로 구워 만들되 지붕을 덮는 기와보다 조금 작은 것이 옳다). 지면에서 인방에 이르기까지는 

자갈과 부서진 기와로 담을 쌓고, 인방에서부터 보에 이르기까지는 널판을 배열하여 벽을 만든다. … (하략) …”. 서유구 저, 안대회 역, 2005, 앞의 책.

그림 11.   토판장개초(土板墻蓋草)(출처 : 『정순왕후원릉산릉도감의궤』 「나인

가가도」,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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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목부재에 관한 구체적인 기록은 『효현왕후경릉산릉도

감의궤』와 『명성황후홍릉산릉도감의궤』에서 찾을 수 있다. 

판장의 규모에 따른 수량차가 있지만, 도리(道里), 중방(中

防), 인방(引防), 널(板), 띠목(帶), 방연, 개판, 평고대(平交

臺), 연함(連含)이 동일하게 열거되어 있다.32 다만 구조재인 

기둥(柱木)과 신방(信防)이 등장하지 않는데, 연유는 알 수 

없다. 이와 달리 『창경궁영건도감의궤』에서는 판장의 수리

에 필요한 부재로서 도리, 중방, 띠목, 개판, 널과 함께 기둥, 

신방이 열거되어 있다.33

목부재의 종류는 유사하지만, 용어가 달리 기록된 경

우도 있다. 『효명세자가례도감의궤』를 비롯한 여러 의궤에

서는 기둥, 띠목, 널, 개판, 신방, 초엽(草葉)과 함께 상하지

방(上下地防)이 등장하는데,34 상하지방은 상인방과 하인방

을 가리킨다. 또한 『서궐영건도감의궤』에서는 기둥, 도리, 초

엽용지판, 방연, 신방, 평고대, 개판, 띠목, 인중방, 널과 함께 

수파연(首波椽)이라는 부재가 기록되어 있다.35 수파연은 

서까래의 일종이지만, 관련 용례가 드물어 구체적인 용도는 

명확히 알 수 없다.36

이처럼 의궤마다 목부재의 종류에는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방, 기둥, 도리, 중방, 인방, 널, 띠목, 초엽, 방

연, 개판, 평고대, 연함이 조영의도와 구조형식에 따라 선별

적으로 사용되었다(표 1). 그 중 개판은 보통 서까래나 부

연 사이에 까는 판재이지만, 판장에서는 지붕재로도 사용

되었다. 이러한 유형은 지붕부 부재로서 방연, 평고대, 연함 

없이 개판만이 등장하는 기록의 판장에 해당한다. 특히 연

함은 판장의 지붕재로서 기와가 사용되기도 하였음을 단적

으로 보여준다. 「동궐도」의 창덕궁 유여청헌(有餘淸軒),37 창

경궁 공묵합(恭默閤) 일곽에서도 기와가 사용된 판장을 살

펴볼 수 있다(그림 12,13). 초엽은 길이가 긴 판재에 당초무

늬를 조각한 부재를 가리키는데, 판장에서는 신방과 기둥

의 결구부에 덧대어 장식적 효과와 구조적 보완을 위해 사

용되었다.

한편 판장에는 기본골격을 이루는 목부재 외에 못을 

비롯한 여러 철물이 함께 사용되었다. 못은 대박이(帶朴只), 

평교대박이(平交臺朴只), 연함박이(椽含朴只)로 사용되었는

데, 각각 4치, 3치, 2치짜리 머리못(頭釘)이 일반적이었다.38 

화성행궁에 설치된 이목기판장의 경우, 방연박이(方椽朴只)

에는 5치, 평고대박이에는 4치, 대박이에는 3치짜리 못이 

사용되었다. 또한 출입통제의 용도로 사용되었던 살판장에

는 잠금장치로서 소사슬원환양배구(小沙瑟圓環兩排具),39 

32 『효현왕후경릉산릉도감의궤(孝顯王后景陵山陵都監儀軌)』, 造成所儀軌, 稟目. “【一角中門】 柱木二箇次宮材二箇 道里一箇次宮材半箇 信防二箇次宮材半

箇 方椽八箇次大條里四箇 … (중략) … 板墻道里一箇 中防一箇 引防一箇(以上宮劈鍊一箇) 門板十二立次長松板六立 帶次長中條里一箇邊條里三箇 方椽

八箇裁餘取用 蓋板二立邊板取用 平交臺二箇次長中條里二箇 連含二箇 … (하략) …”.

 『명성황후홍릉산릉도감의궤(明成皇后洪陵山陵都監儀軌)』, 造成所儀軌, 稟目. “【一角門】 柱木二箇次宮材二箇 道里一箇次宮材半箇 信防二箇次宮材半箇 
方椽八箇次大條里四箇 … (중략) … 板墻道里一箇 中防一箇 引防一箇(以上宮劈鍊一箇) 板十二立次長松板六立 帶次長中條里一箇邊條里三箇 方椽八箇

裁餘取用 蓋板二立邊板取用 平交臺二箇次長中條里二箇 連含二箇 … (하략) …”.

33 『창경궁영건도감의궤(昌慶宮營建都監儀軌)』, 實入. “【중희당·양성재의 수보(修補)에 들어가는 것】 이기 31개, 청판 160립, 인중방 70개, 벽선 13개, 판장기

둥 3개, 도리 4개. 중방 16개, 신방 3개, 대목 43개, 개판 4립, 판 96립, 차양울리목 56개, 창전목 297개, 판 194립, 분합영창 16척, 죽 8개, 벽선 10개 … (하략) …”.

34 『효명세자가례도감의궤(孝明世子嘉禮都監儀軌)』, 修理所儀軌, 手本. “【홍판장 4부에 들어가는 것】 상하지방(장대조리목 8개), 기둥(장대조리목 8개), 대(장

중조리목 12개), 판(장송판 45립), 개판(장후정판 4립), 신방(안면도체목 1개), 초엽(장송판 4립) … (하략) …”.

35 『서궐영건도감의궤(西闕營建都監儀軌)』, 實入. “【홍판장 9칸의 재목】 기둥·도리합 18개, 초엽용지판 18립(두절목취용), 수파연 9개(두절목취용), 방연 72개

(두절목취용), 신방 9개(두절목취용), 평교대 18개(변조리취용), 개판 18립(변조리취용), 대목 38개(변조리취용), 인중방 18개, 판72립”.

36 수파연은 여타 의궤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수한 부재이다. 장기인(2005)의 「한국건축사전」에서는 “일각대문이나 판장 위에 거는 방연 중에 대문기둥이나 
담장기둥에 물리고, 용지판에 지지되는 부재”라고 정의되어 있다. 

37 창덕궁의 관물헌(觀物軒)을 가리킨다.

38 『영희전영건도감의궤(永禧殿營建都監儀軌)』에서는 대광두정(大廣頭釘)이라는 머리못도 등장하지만 용처(用處)는 불분명하다.

39 사슬 1~2절이 연결된 문고리와 배목을 포함하여 문의 좌우에 설치되는 철물 한 벌을 통칭하는데 규격에 따라 대·중·소로 구분된다. 경기문화재단, 2007,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 p.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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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쇄약개금구(中鎖鑰開金具),40 횡경목(橫扃木)이 함께 사

용되었다. 횡경목은 살판장이 함부로 열리지 않도록(움직이

지 않도록) 강하게 고정하기 위한 부재이다.

또한 구체적인 용처가 불명확한 부속요소도 있다. 『효

명세자가례도감의궤』를 비롯한 여러 의궤에서는 판장의 제

작에 필요한 물품 가운데 ‘抹木’과 ‘乻只’라는 용례가 등장

한다.41 말목(抹木)은 사전적으로 나무말뚝을 가리킨다. 또

한 얼기(乻只)는 ‘얽이’를 일컫는데, 달피바(橽皮所), 즉 박

40 자물쇠와 열쇠 한 벌을 가리킨다. 경기문화재단, 2007, 앞의 책, p.288.

41 『효명세자가례도감의궤(孝明世子嘉禮都監儀軌)』, 修理所儀軌 手本. “【紅板墻四浮所入】 上下地防次長大條里木八箇 柱次長大條里木八箇 帶次長中條里

木十二箇 板次長松板四十五立 蓋板次長厚正板四立 信防次安眠島體木一箇 草葉次長松板四立 漆次朱土一斗二升 阿膠五斤 朴只四寸頭釘一百二十七箇 

抹木次小小椽木八箇 乻只次橽皮所十六艮衣”.

표 1. 주요 의궤에 기록된 판장의 목부재

구분 신방 기둥 도리 인방 중방 널판 띠목 초엽 방연 개판 평고대 연함 수파연

효현왕후경릉

산릉도감의궤
- - ■ ■ ■ ■ ■ - ■ ■ ■ ■ -

명성황후홍릉

산릉도감의궤
- - ■ ■ ■ ■ ■ - ■ ■ ■ ■ -

효명세자

가례도감의궤
■ ■ -

上下

地防
- ■ ■ ■ - ■ - - -

헌종효현왕후

가례도감의궤
■ ■ -

上下

地防
- ■ ■ ■ - ■ - - -

헌종효정왕후

가례도감의궤
■ ■ -

上下

地防
- ■ ■ ■ - ■ - - -

철종철인왕후

가례도감의궤
■ ■ -

上下

地防
- ■ ■ ■ - ■ - - -

서궐영건

도감의궤
■ 柱道里 引中防 ■ ■ ■ ■ ■ ■ - ■

창경궁영건

도감의궤
■ ■ ■ - - ■ ■ - - ■ - - -

그림 12.   창덕궁 유여청헌 일원의 기와판장 

(출처 : 「동궐도」,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그림 13.   창경궁 공묵합 일원의 기와판장 

(출처 : 「동궐도」, 고려대학교박물관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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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나무 껍질로 만든 줄이 사용되었다. 판장이 움직이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땅에 말뚝을 박고, 얽이를 판장과 연결한 

것으로 추정되지만, 명확한 용도는 알 수 없다.

2. 구조와 추정도해

의궤에 기록된 여러 목부재는 판장의 구조를 이해하

는데 중요한 단초가 된다. 판장의 목부재가 일각문의 목부

재와 매우 유사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일각문에는 신방

(목), 하인방, 기둥, 널문, 띠목(띠장), 상인방, 도리, 방연, 개

판, 평고대, 연함 등의 목부재가 사용된다. 그 중 널문을 제

외한 모든 목부재가 판장의 제작에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특히 일각문에서의 구조재인 기둥, 도리, 인방, 신방이 

판장에서도 동일하게 사용되었다. 이는 결국 일각문과 판장

의 구조적 골격이 매우 유사하다는 것을 뒷받침한다. 이러

한 특징은 「동궐도」에서도 쉽게 살펴볼 수 있으며, 여러 의

궤에서 판장의 목부재가 중문 또는 협문과 함께 기록되었

다는 점을 통해서도 분명해진다. 따라서 방연, 개판, 평고

대, 연함이 함께 사용된 판장의 지붕부 가구는 방연이 사

용된 일각문과 유사한 구조로 제작되었을 가능성이 높다.42

한편 「동궐도」에 따르면 판장의 기단부 구성방식은 

목부재의 종류와 결구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지

대석의 사용여부와 종류에 따라 보다 세부적으로 구분된

다(표 2). 첫 번째는 하인방과 신방 그리고 기둥이 함께 결

구되는 방식으로서, 독립식과 부속식 판장43 모두에서 나타

나는 가장 일반적인 유형이다. 지대석으로는 신방석과 고막

이석이 함께 사용되기도 하며, 지대석이 사용되지 않는 경

우도 있다. 두 번째는 신방이 생략된 형태로, 기둥과 하인

방만이 결구되는 방식이며, 부속식 판장에서만 나타난다. 

신방이 사용되지 않기 때문에 지대석으로는 초석(礎石)44

과 고막이석이 사용된다. 세 번째는 신방과 결구된 기둥에 

하인방이 지면과 간격을 두고 결구되는 방식이며, 주로 독

립식 판장에서 나타난다. 지대석으로는 고막이석이 사용

된다. 특히 이와 같은 방식은 미국의 천문학자 퍼시벨 로웰

(Percival Lowell)이 1884년에 촬영한 「Korean Gentleman」

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사진 2).

축부의 구조적 유형은 기둥머리에 도리만이 걸리는 

경우 그리고 도리의 아래에 상인방45이 함께 놓이는 경우로 

구분된다(표 3). 전자의 경우는 지붕재로서 개판이 사용된 

유형이며, 지붕부의 하중이 크기 않기 때문에 가능한 방식

이다. 후자의 경우는 도리와 중방 그리고 인방이 함께 등장

하는 기록의 판장으로서, 지붕재로서 기와가 사용되는 방

식을 가리킨다. 일반적으로 중방은 기둥과 기둥의 중간에 

가로대는 부재이지만, 판장에서의 중방은 도리를 받치는 상

42 일반적으로 일각문에는 방연이 사용되기 때문에 일각문과 목기문을 동일한 개념으로 보기도 하지만 일각문 중에는 삼량가(三樑架) 형식으로 서까래가 경사

지게 걸린 경우도 있다.

43 판장은 보통 설치방식에 따라 독립식과 부속식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유형은 판장의 가변적 성격과도 관련되어 이동형과 고정형 판장으로 분류되는 것이 일

반적이다. 독립식 판장은 주로 반칸이나 1칸 규모의 점적형태로 설치된다. 반면 부속식 판장은 2칸 이상의 일체화된 객체가 행각이나 담장 또는 중문 등에 부

속적으로 설치된다.

44 초석은 『경덕궁수리소의궤』의 한 기록에서 고막이석과 함께 등장하는데, 「동궐도」에서도 기둥의 하부를 직접 받치는 형태의 초석이 신방석 또는 고막이석과 

구분되어 나타난다. 『경덕궁수리소의궤(慶德宮修理所儀軌)』, 手本秩. “… (상략) … 승휘전(承暉殿) 3면의 판장에 들어가는 대연목(大椽木) 6조, 재목(材木) 

25조, 누주(樓柱) 6조, 광후판(廣厚板) 25립, 추목대정조리(楸木大正條里) 1조, 율목(栗木) 2조, 초석(礎石) 12개, 고막이석(古莫只石) 25개 등을 내려주소서”.

45 의궤에서는 보통 인방이나 중방이라는 용어가 사용된다.

사진 2.   「Korean Gentleman」(출처 : 보스턴미술관 www.mf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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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방의 역할로도 사용되었다.

판장의 지붕재는 개판과 기와로 명확하게 구분되며, 

각각의 재료에 따라 지붕부 구조에서 차이가 발생한다. 개

판이 사용된 판장은 방연, 평고대, 연함이 필요하지 않고, 

도리 위의 개판이 맞배 형식으로 올라간다. 기와가 사용된 

판장은 일각문과 같이 도리에 방연이 직각으로 결구되고, 

방연 위에는 개판, 평고대, 연함이 차례대로 올라가며, 마지

막으로는 기와가 놓인다. 또한 기와의 하중에 대한 구조적 

보완을 위해 도리를 받치는 부재로 상인방이 사용된다. 기

와의 수량, 구성형태, 규모 등은 일각문보다 전돌담장 또는 

사괴석담장 등의 한식담장과 유사할 가능성이 높다.46

이와 같이 살펴본 판장의 구조는 규모, 부재규격, 결구

46 「동궐도」 또는 「연경당도」에서 보이는 판장의 기와지붕이 일반적인 궁궐 담장과 동일하기 때문이다.

표 2. 기단부의 구조적 유형

유형 신방+기둥+하인방 기둥+하인방 신방+기둥-기둥+하인방

구조

예시

(동궐도)

설치방식 독립식과 부속식 부속식 독립식

지대석
①신방석+고막이석

초석+고막이석
①고막이석

②미사용 ②미사용

표 3. 축부의 구조적 유형

유형 기둥+도리 기둥+도리+상인방

구조

지붕재 개판 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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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 등의 명확한 고증에 한계가 있지만, 구조적 유형에 대

한 추정도해의 시론적 제시가 가능하다(표 4). 이를 위해 

판장의 전반적인 구조와 가장 유사한 시설로서 일각문의 

실측, 보수, 복원 등에 관한 여러 사례를 토대로 판장의 규

모와 일부 부재의 규격이 산정되었으며,47 구조적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목(大木)과의 면담48에 따른 검토의견이 

47 판장의 칸당 너비는 약 2100㎜로 도해되었으며, 높이는 개판지붕과 기와지붕에 따라 각각 약2100㎜와 2400㎜로 산정되었다. 구조재의 단면규격으로는 기

둥이 180×180㎜, 도리가 120×150㎜, 상인방이 90×150㎜, 하인방이 90×180㎜, 신방이 180×150㎜ 그리고 방연이 90×120㎜에 해당한다. 특히 판장

의 구조적 안정에 매우 중요한 신방의 길이는 780㎜로 적용되었으며, 추가로 판재의 두께는 30㎜로 산정되었다. 

48 10여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며, 현재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문화유산융합대학원 수리복원학과에 재학중인 오정호씨와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표 4. 판장의 추정안 도해

유형1 설치방식 독립식 기단부 신방+기둥+하인방 지붕재 개판

  

유형2 설치방식 독립식 기단부 신방+기둥-기둥+하인방 지붕재 개판

  

유형3 설치방식 부속식 기단부 신방+기둥+하인방 지붕재 개판

 

유형4 설치방식 부속식 기단부 기둥+하인방 지붕재 개판

 

유형5 설치방식 부속식 기단부 신방+기둥+하인방 지붕재 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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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영되었다. 추정도해는 설치방식과 지붕부 재료 그리고 기

단부와 축부의 구성방식에 따라 크게 5가지로 구분되었으

며, 부속식에 해당하는 판장의 양측면은 단면 형식으로 표

현되었다.

Ⅳ. 결론

본 연구는 가변적, 재료적 특성으로 인해 원형의 실체

가 분명하지 않았던 판장을 대상으로, 사용양상과 용례, 구

성요소와 구조에 대한 실증 및 고찰에 목적을 두고 있다. 

이에 따른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나무널로 만든 담장을 총칭하는 판장은 기능, 

구조, 단청색 등에 따라 차양판장, 홍판장 등의 다양한 용

례로 사용되었다. 유사한 용례인 판장문은 널과 띠목이 사

용되었다는 점을 제외하면 판장과는 밀접한 관계가 없다. 

주로 근대기 문서에 등장하는 목판장의 구조는 일종의 간

이울타리와 유사하다. 또한 판장과 재료적으로 유사한 중

국의 목영벽 그리고 일본의 판병도 특수담장의 일종이지만, 

구조적 측면에서 명확한 차이가 있다.

둘째, 판장은 재료와 형태에 따라 여러 유형으로 변용

되었다. 변용유형은 크게 이목기판장, 살판장, 흙판장 그리

고 한자어가 다른 판장(板障)으로 구분된다. 이목기판장은 

두 단의 방연이 사용된 판장을 가리키며, 한옥의 겹처마와 

같은 의장성을 지닌다. 살판장은 살대와 나무널로 만든 투

시형 판장을 의미하는데, 일반적인 판장과 달리 출입통제

의 용도로 사용되었다. 흙판장은 흙담과 판장의 절충적 형

태로 해석되며, 주로 조선왕실의 능원묘에 건립된 임시건물

과 함께 설치되었다. 판장(板障)은 서유구의 『임원경제지』

에서 유일하게 등장하며, 벽체의 성격을 지닌 고정형 시설

로 추정된다.

셋째, 판장의 목부재로는 신방, 기둥, 도리, 중방, 인방, 

널, 띠목, 초엽, 방연, 개판, 평고대, 연함 등이 조영의도와 구

조형식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용되었다. 특히 살판장에는 

목부재 외에 사슬원환양배구, 쇄약개금구, 횡경목과 같은 

잠금장치가 함께 사용되었다. 또한 판장에는 말뚝, 얽이와 

같은 부속요소도 사용되었는데, 판장을 고정하기 위한 조

치로 추정될 뿐 구체적인 용처는 불분명하다.

넷째, 판장의 기단부는 목부재의 종류와 결구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뉘며, 지대석의 사용유무에 따라 보다 

세부유형으로 구분된다. 지대석으로는 신방석, 고막이석, 

초석이 각각의 유형에 따라 선별적으로 사용되었다. 판장의 

축부는 상인방의 사용유무에 따라 두 가지로 구분된다. 지

붕재로는 개판과 기와가 구분되어 사용되었는데, 각각의 재

료에 따라 지붕부의 구조에서 차이가 나타난다. 판장의 구

조에 대한 명확한 고증에는 한계가 있지만, 구조적 유형에 

따른 추정도해의 제시가 가능하였다.

본 연구는 조선시대의 전통공간에서 사용된 특수담

장이었지만, 현재는 멸실되어 찾아볼 수 없는 판장을 중심

으로 역사적 측면과 구조적 측면을 심도있게 다루었다는 

점에 연구적 가치와 의의를 둘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의 

과정에서 분명한 한계도 있었다. 우선 관련 사료의 상당수

가 궁궐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여타 공간에서 사용된 판

장의 전모를 포괄적으로 다룰 수 없었다. 또한 판장의 구조

적 유형에 따른 시론적 도해를 제시하였으나, 구체적인 결

구방식은 미처 다루지 못하였고, 구조적 안정성도 확증되

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적 한계를 토대로 추후 면밀한 보완

연구가 계속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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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jang(板墻) has become the lost facility, and the examples of its original form can be found no more due 

to its variable material characteristics. In order to study panjang as a lost facility, the following are needed:

- To bring to light its usage and examples.

- To investigate its components and structure.

Panjang refers to the wall made of wooden plate and is classified as a special wall according to its material 

characteristics. In addition, Chinese mokyeongbyuk(木影壁) and Japanese panbyeong(板塀) are similar to 

Korean panjang in terms of the materials, but there are clear differences in their structures. Panjang was also 

transformed into various types according to their materials or forms.

As the wooden elements of panjang, sinbang(信防), pillars, do-ri(道里), jungbang(中枋), inbang(引枋), 

parn(板), dae(帶), choyeop(草葉), bangyeon(方椽), gaeparn(蓋板), pyeonggodae(平高臺), and yeonharm(椽檻) 

were selectively used, and they are similar, in particular, to the components of ilgakmoon(一角門). The stylobate 

of panjang is largely classified into three according to the kinds and structures of the wooden elements; and its 

frame into two according to whether sanginbang(上引枋) is used or not. The materials for the roof area include 

planks(蓋板) and tiles and have the distinct structural differences according to each material. 

A Study on the Pan-Jang in the Joseon Dynasty

Oh Jun-young·Kim Young-mo
Dept. of Heritage Conservation & Restoration, Graduate School of Convergence Cultural Heritage, Korea National University of 
Cultur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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