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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an-ja is one of the main members consisting of the roof of traditional wooden buildings in Korea. In this

study,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the materials used in San-ja and changes of the materials over time were

examined. To this end, 123 documents on the repair of wooden architectural heritage recorded since the 1950s

were reviewed.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San-ja material by region because of the

diversity in the conditions of material supply. For instance, bamboo was the most frequently used material in

Jeollanam-do province because it was readily available. However, with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vehicle,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have disappeared. As a result, the material has been unified with bamboo

now. This is because bamboo is specified as a representative material in the specification or the convenience of

construction is prioritized. In addition, the social and economic conditions at the time of repair had an influence

on the selection of the San-ja mate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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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문화재 원형 보존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전통 기

법과 재료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목조 건축문

화재의 여러 부위 중에서도 지붕부는 수리가 가장 많이

이루어지며 지붕부의 수리주기가 20년을 넘기기 어려운

점을 감안할 때1) 잦은 수리로 인해 원형이 변형되었을

* Corresponding author : yanga1126@nuch.ac.kr

1) 관련 연구에서 강회다짐이 지붕에 많이 사용된 1970년 이전와 이후

의 지붕 수리주기를 분석하였는데, 20년을 초과하는 수리건수는 다음과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지붕부를 구성하는 재료의

변화와 그 과정을 검토하는 것은 문화재 원형과 전통

재료의 보존 측면에서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

목조문화재를 구성하는 지붕부 재료에 관한 선행연

구2)를 살펴보면 지붕공사의 시공기법을 중심으로 그와

관련된 재료에 대해 부분적인 언급이 있었다. 또한 전

같다. 1970년 이전 : 전체 50건 중 3건, 1970년 이후 : 전체 104건 중 9

건 (아름터건축사사무소, �전통건축물의 지붕 시공기법 연구�, 2012)

2) 지붕부 공정 중 하나인 ‘강회다짐’의 시작과정과 배경 등에 관한

연구(아름터건축사사무소, 전게서, 2012)와 전통기와 지붕공사의 시

공과정별 시공기법과 특징에 관한 연구 (이재용, 전통기와지붕 시공

법에 관한 연구 , 명지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8)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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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산자 재료
수리자료 상의 표기 및 확인 내용

No. 수리년도 지정별 건축 문화재명 장작 대나무 싸리나무 잡목가지 졸대 등

01 1952 국보 제13호 강진 무위사 극락전 ◐ 　 　 　 　 쪼갠목

02 1968∼9 국보 제55호 보은 법주사 팔상전 　 　 ◐ 　 　 싸리나무

03 1971∼5 국보 제15호 안동 봉정사 극락전 ◐ 　 　 　 　 가늘고 긴 나무조각

04 1980 유형문화재 제4호(대전) 대전 남간정사 　 　 　 　 ▷ 수리전 재료 알수 없음, 수리후 졸대

05 1982∼3 국보 제13호 강진 무위사 극락전 ◐ 　 　 　 　 쪼갠목

06 1988∼9 보물 제1120호 양산 신흥사 대광전 　 ◐ 　 ◐ 　 처마는 대나무, 그외는 각재와 피죽 사용

07 1988∼99 국보 제62호 김제 금산사 미륵전 ◐ 　 　 　 　 장작, 졸대(1.5cm)

08 1996 국가민속문화재 제261호 대구 백불암고택 사당 ◐ 　 　 　 　 장작산자

09 1997 보물 제833호 경주 기림사 대적광전 ◀ 　 　 　 　 수리전 장작산자, 수리후 알수 없음

10 1998 국보 제52호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 　 ▷ 　 　 　 수리전 재료 알수 없음, 수리후 대나무

11 1999∼00 사적 제123호 창경궁 집복헌 　 ▷ 　 　 　 수리전 재료 알수 없음, 수리후 대나무

12 1999∼00 보물 제804호 순천 정혜사 대웅전 　 ◐ 　 　 　 쪼갠 대나무(+피죽)

13 1999∼01 보물 제1183호 해남 미황사 응진당 　 ◯ ● 　 　 수리전 싸리나무, 수리후 쪼갠 대나무

14 1999∼02 국보 제311호 안동 봉정사 대웅전 ◐ 　 　 　 　 쪼갠 나무

15 2000 사적 제125호 종묘 망묘루 　 ◯ 　 　 ● 각재→대나무(산자재료가 변형되었다고 판단)

16 2000 국가민속문화재 제190호 논산 명재고택 사랑채 　 ◐ 　 　 　 대나무

17 2000∼1 보물 제1293호 공주 계룡산 중악단 ◐ 　 　 　 　 개판(일부 장작산자)

18 2001∼1 국가민속문화재 제140호 영동 규당고택 　 ◐ 　 　 　 쪼갠대나무 추정

19 2000∼2 국보 제316호 완주 화암사 극락전 ● ◯ 　 　 　 수리전 쪼갠나무, 수리후 대나무

20 2000∼2 보물 제1311호 순천 선암사 대웅전 　 ◐ 　 　 　 반을 쪼갠 대나무

21 2000∼4 국보 제51호 강릉 임영관 삼문 ◐ 　 　 　 　 쪼갠나무

표 1. 조사대상 주요 목조 건축문화재의 산자 재료 현황

-수리 전과 후 산자 재료에 대한 기록 모두 존재함 : 수리 전과 후 모두 해당 산자 재료 사용 (◐), 수리 전에만 해당 산자 재료 사용(●), 수리 후에만 해당 산자 재료 사용(◯)

-수리 전 또는 후 산자 재료에 대한 기록이 누락됨 : 수리 전 해당 산자 재료를 사용했지만 수리 후 산자기록 누락(◀), 수리 전 산자기록 누락이지만 수리 후 해당 산자 재료 사용(▷)

통재료에 대한 연구3)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기와4)와

석회5) 등 일부 지붕 재료로 연구대상이 한정되어 수행

되었다. 따라서 여전히 지붕부의 재료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지붕은 기와 외에도 다양한 재료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중에서도 산자는 서까래 위에 기와를 올릴 수 있도

록 바탕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함에 따라 한식 목조건

축물에서는 필수적인 부재6)이다. 그러나 산자의 경우

해체조사자료를 구하기 쉽지 않으며 외부로 드러나는

재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 중요성에 비해 관련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산자 재료의 지역별 특성과 수리

3) 문화재수리 전통재료별 생산, 수요, 공급 등에 대한 기초조사가

이루어진 연구(문화재청, �문화재수리 전통재료 제작 및 활성화 방안
연구�, 2013)가 있으며, 기와와 석회가 연구대상에 포함되어 있다.

4) 김왕직·김석순, 기와의 보존과 활용 , 49권, 12호, 대한건축학회,

2005, 66～69쪽 ; 정광용, 숭례문 기와의 물리적 특성 연구 , 20권,

1호, 한국건축역사학회, 2011, 23～39쪽 ; 김재현, 기와의 기계적 성
질에 미치는 미세구조의 영향 , 순천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0

5) 조선시대 석회 관련 사료를 조사 및 분석한 연구(아름터건축사사

무소, 전게서, 2012)와 조선후기 석회의 생산, 조달, 적용을 고찰한
연구(이권영, 산릉·영건의궤 분석을 통한 조선후기 관영 건축공사의

석회에 관한 연구 , 건축역사연구, 2009) 그리고 석회의 수급, 제조방

법, 배합 등을 조사한 연구(강소영 외, 문화재 수리에 사용되는 석
회의 생산과 제조 사례 , 한국전통문화연구, 2018)가 있다.

6) 산자엮기 외에 개판을 설치하기도 하지만 과거에는 얇고 반듯한

판재를 대량으로 만드는 일이 어려웠기 때문에, 개판은 일반적으로
궁궐이나 관영건물, 일부 사찰 등에만 사용하였다. (전통건축수리기

술진흥재단, �전통건축 수리와 보존 - 윤홍로편�, 2018, 70쪽)

시기별 변화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정부기

록물(국가기록원), 문화재 수리보고서, 학술연구자료 그

리고 개인 소장자료 등을 수집하여 수리공사 기록이

비교적 잘 남아있는 한국전쟁 이후부터7) 현재까지의

목조 건축문화재 수리공사 중 지붕부 산자의 해체 및

설치가 이루어진 수리공사 149건을 선별하였다. 선별된

수리공사 중 산자 재료에 대한 기록이 없어 조사가 불

가능한 것을 제외하고 산자 재료의 해체 및 설치에 대

한 기록이 남아있는 수리공사 123건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8) 연구대상으로 선정된 목조 건축문화재의 수리

전·후 산자 재료를 조사하여 수리년도 순으로 정리한

결과는 <표 1>과 같다.

7) 1910년 이후부터 1970년 후반까지 주요문화재 수리공사를 조사한

아름터건축사사무소는 “1910년 이후 일제강점기의 문화재수리공사에

대한 기록은 그 대상이 많지 않고 일부보고서만 발간되어있으며,

1945년 광복 이후부터 한국전쟁 직후까지는 당시 시기적인 영향으로

문화재수리에 대한 기록을 거의 찾을 수 없었다.”라고 하여 문화재수

리 기록물의 보존상태를 알려주었다. (아름터건축사사무소, 전게서,

2012, 32쪽)

8) 수리보고서는 국가지정문화재의 경우 문화재청 사이트 등에서 내

려받기 하거나 국가기록원에 사본 신청을 하였으며, 시도지정문화재

의 경우 각 시·군·구청에 정보공개 청구를 하여 보관 중인 자료를

모두 확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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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산자 재료
수리자료 상의 표기 및 확인 내용

No. 수리년도 지정별 건축 문화재명 장작 대나무 싸리나무 잡목가지 졸대 등

22 2001 보물 제616호 영천향교 대성전 ◐ 　 　 　 　 쪼갠나무

23 2001 국가민속문화재 제107호 영천 정용준씨 가옥 　 ◐ 　 　 　 대나무

24 2001∼2 보물 제164호 춘천 청평사 회전문 　 ▷ 　 　 　 수리전 재료 알수 없음, 수리후 대나무

25 2001∼4 국보 제328호 예천 용문사 대장전 ◐ 　 　 　 　 쪼갠 장작목

26 2001∼2 보물 제825호 익산 숭림사 보광전 ◐ ◐ 　 　 　 쪼갠목과 일부 대나무 사용

27 2001∼2 보물 제1243호 완주 송광사 대웅전 ◯ 　 　 　 ● 수리전 옻나무, 수리후 대나무

28 2001∼2 보물 제212호 창녕 관룡사 대웅전 　 　 　 　 ◐ 수리전 각목·잡목·대나무, 수리후 각재

29 2001∼2 보물 제281호 남원 광한루 　 ◐ 　 　 　 수리전 통대나무, 수리후 산죽(대나무)

30 2001∼3 보물 제521호 영천 숭렬당 ◐ 　 　 　 　 쪼갠목

31 2001∼3 국보 제15호 안동 봉정사 극락전 ◐ 　 　 　 　 가늘고 긴 나무조각

32 2001∼5 보물 제915호 보은 법주사 대웅전 ◐ 　 ◐ 　 　 장작산자(처마부근은 싸리나무)

33 2002 국가민속문화재 제174호 예천 물체당 고택 ◐ 　 　 　 　 긴 장작

34 2002∼3 보물 제374호 산청 율곡사 대웅전 ● ◯ 　 　 　 수리전 쪼갠나무, 수리후 쪼갠 대나무

35 2002∼4 보물 제830호 영광 불갑사 대웅전 　 ◐ 　 　 　 대부분 대나무(일부 쪼갠목 혼용)→쪼갠 대나무

36 2002∼4 보물 제583호 전주 풍패지관 　 ▷ 　 　 　 수리전 재료 알수 없음

37 2002∼4 보물 제289호 정읍 피향정 ● ◐ 　 　 　 수리전 쪼갠목와 대나무, 수리후 산죽

38 2003∼5 보물 제803호 고창 선운사 참당암 대웅전 ● 　 　 　 ◯ 수리전 장작, 수리후 쫄대

39 2003∼5 보물 제826호 김제 귀신사 대적광전 ◐ ◯ 　 　 　 장작, 각재 혼용→장작(처마는 쪼갠대나무)

40 2003∼4 보물 제161호 강화 정수사 법당 ◐ ◯ 　 　 　 수리전 쪼갠목, 수리후 쪼갠목과 대나무산자

41 2003∼4 보물 제434호 부산 범어사 대웅전 　 　 　 　 ◐ 통나무 변재

42 2003∼5 보물 제1563호 대구 동화사 대웅전 　 ▷ 　 　 　 수리전 재료 알수 없음, 수리후 쪼갠 대나무

43 2003∼6 보물 제322호 제주 관덕정 ◐ 　 　 　 　 쪼갠목(장작개비)

44 2003∼6 보물 제180호 여주 신륵사 조사당 ◯ 　 　 　 ● 졸대목→장작산자(졸대목은 변형된 것으로 봄)

45 2004 사적 제117호 경복궁 제수합 ● ◯ 　 　 　 수리전 장작개비, 수리후 쪼갠대나무

46 2004 사적 제209호 남양주 사릉 정자각 　 ▷ 　 　 　 수리전 재료 알수 없음, 수리후 대나무

47 2004 사적 제125호 종묘 향대청 　 ◐ 　 　 　 대나무

48 2004 사적 제207호 남양주 홍릉 재실 　 ▷ 　 　 　 수리전 재료 알수 없음

49 2004∼5 유형문화재 제116호(전북) 완주 고산향교 대성전 ◐ 　 　 　 　 쪼갠목

50 2004∼5 보물 제836호 청도 대적사 극락전 ◐ 　 　 　 　 쪼갠목

51 2004∼5 보물 제292호 부안 개암사 대웅전 　 ◐ 　 　 　 대나무

52 2004∼5 유형문화재 제99호(강원) 강릉향교 제방 　 　 　 　 ▷ 수리전 재료 알수 없음, 수리후 졸대

53 2004∼7 보물 제500호 하동 쌍계사 대웅전 ● ◯ 　 　 　 구조적 문제로 장작산자를 대나무 산자로 교체

54 2005 국보 제19호 영주 부석사 조사당 ◐ 　 　 　 　 쪼갠나무

55 2005∼7 보물 제143호 서산 개심사 대웅전 ◐ 　 　 　 　 쪼갠 장작목

56 2005∼7 보물 제835호 청도 운문사 대웅보전 ● 　 　 　 ◯ 수리 전 쪼갠목, 수리후 변재(졸대)

57 2007 사적 제210호 양주 온릉 재실 ● ◯ 　 　 　 수리전 쪼갠목, 수리후 대나무

58 2007∼8 사적 제206호 화성 융릉 정자각, 비각 ● ◯ 　 　 　 구조적 문제로 쪼갠목(장작)→쪼갠대나무

59 2007∼8 보물 제394호 나주향교 대성전 　 ◐ 　 　 　 쪼갠대나무

60 2007∼10 보물 제356호 부여 무량사 극락전 ● ◯ 　 　 　 수리전 장작, 수리후 대나무

61 2008 사적 제195호 여주 세종영릉 재실 　 ▷ 　 　 　 수리전 재료 알수 없음

62 2008∼9 보물 제448호 안동 봉정사 화엄강당 ◐ 　 　 　 　 장작산자

63 2008∼9 유형문화재 제220호(경남) 사천향교 대성전 　 ▷ 　 　 　 수리전 재료 알수 없음, 수리후 대나무

64 2008∼12 보물 제805호 대구 북지장사 지장전 ◐ 　 　 　 　 쪼갠목

65 2009 보물 제411호 경주 양동 무첨당 ◐ 　 　 　 　 도끼벌 산자목

66 2009∼10 보물 제916호 보은 법주사 원통보전 ◐ 　 　 　 　 장작(쪼갠목)

67 2009∼10 유형문화재 제128호(경기) 여주 신륵사 극락보전 ◐ 　 　 　 　 장작(쪼갠목)

68 2009∼10 국가민속문화재 제125호 화성 정수영고택 　 ▷ 　 　 　 수리전 재료 알수 없음

69 2009∼10 보물 제183호 강릉 해운정 　 　 　 　 ▷ 수리전 재료 알수 없음, 수리후 졸대

70 2010 사적 제123호 창경궁 환경전 　 ▷ 　 　 　 수리전 재료 알수 없음

71 2010 보물 제662호 완주 화암사 우화루 ● ◯ 　 　 　 수리전 장작, 수리후 쪼갠대나무

72 2010 사적 제362호 서울 연산군묘 재실 　 ▷ 　 　 　 수리전 재료 알수 없음

73 2010 국가민속문화재 제26호 정읍 김명관고택 안사랑채 ● ◯ 　 　 　 수리전 장작, 수리후 대나무

74 2010 보물 제801호 공주 마곡사 대웅보전 ◐ 　 　 　 　 잡목가지와 쪼갠목 혼용

75 2010∼1 보물 제272호(대성전) 장수향교 경성재 　 ◐ 　 　 　 쪼갠대나무

76 2010∼3 보물 제800호 공주 마곡사 영산전 ● 　 　 　 ◯ 수리전 장작, 수리후 피죽

77 2011 보물 제162호 청양 장곡사 상대웅전 　 　 ◐ 　 　 싸리나무&잡목가지(재사용)

78 2011 유형문화재 제218호(경남) 통영향교 명륜당 ● ◯ 　 　 　 수리전 장작, 수리후 대나무

79 2011 사적 제383호 논산 돈암서원 정회당 ◯ ● 　 　 　 수리전 대나무, 수리후 장작산자

80 2011∼3 보물 제562호 경산 환성사 대웅전 ◯ 　 　 ● 　 수리전 잡목가지, 수리후 쪼갠목

81 2011∼2 문화재자료 제157호 고양 영사정 ◐ 　 　 　 　 쪼갠목

82 2012∼3 유형문화재 제225호(경남) 함양향교 대성전 　 ▷ 　 　 　 수리전 재료 알수 없음, 수리후 대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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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산자 재료
수리자료 상의 표기 및 확인 내용

No. 수리년도 지정별 건축 문화재명 장작 대나무 싸리나무 잡목가지 졸대 등

83 2012∼3 보물 제608호 완주 위봉사 보광명전 　 ▷ 　 　 　 수리전 재료 알수 없음

84 2012∼3 보물 제242호 안동 개목사 원통전 ◐ 　 　 　 　 장작

85 2012∼3 보물 제209호 대전 회덕 동춘당 ● ◯ 　 　 　 수리전 장작산자, 수리후 쪼갠 대나무

86 2013 국보 제55호 보은 법주사 팔상전 　 　 ◐ 　 　 싸리나무

87 2013 유형문화재 제227호(경남) 합천 초계향교 서무 　 ◐ 　 　 　 쪼갠대나무

88 2013 유형문화재 제50호 진주향교 동무 　 ◐ 　 　 　 쪼갠대나무

89 2013 문화재자료 제414호 진주 이세후종가 　 ▷ 　 　 　 수리전 재료 알수 없음, 수리후 대나무

90 2013∼4 사적 제208호 서울 정릉 재실 　 ▷ 　 　 　 수리전 재료 알수 없음

91 2013∼4 유형문화재 제4호(대전) 대전 남간정사 　 ◯ 　 　 ● 수리전 졸대(얇은각재), 수리후 쪼갠대나무

92 2013∼4 국가민속문화재 제207호 함양 허삼둘고택 사랑채 　 ◐ 　 　 　 쪼갠대나무

93 2014∼5 보물 제1403호 영주 소수서원 강학당 ◐ 　 　 　 　 도끼로 팬 목재(장작)

94 2014∼5 국가민속문화재 제165호 나주 우남고택 사랑채 　 ◐ 　 　 　 대나무

95 2015 유형문화재 제103호(충북) 괴산 연풍향교 명륜당 　 ● 　 　 ◯ 가는 대나무에서 각재로 변형

96 2015 문화재자료 제194호 밀양 자암서당 　 ◐ 　 　 　 쪼갠대나무

97 2015∼6 민속문화재 제18호(충남) 청양 윤남석가옥 별채 　 ◐ 　 　 　 쪼갠대나무

98 2015∼6 국가민속문화재 제251호 신안 김환기고택 　 ▷ 　 　 　 수리전 재료 알수 없음, 수리후 대나무

99 2015∼7 민속문화재 제15호(서울) 서울 경운동 민병옥가옥 　 ◯ 　 　 ● 수리전 쫄대와 쪼갠나무, 수리후 쪼갠대나무

100 2016 사적 제123호 창경궁 숭문당 ◐ 　 　 　 쪼갠목(장작)

101 2016 문화재자료 제251호 함평 이건풍가옥 　 ▷ 　 　 　 수리전 재료 알수 없음, 수리후 대나무

102 2016 유형문화재 제113호 함평향교 대성전 　 ◐ 　 　 　 쪼갠 대나무

103 2016 유형문화재 제212호(경남) 창녕향교 대성전 ● ◯ 　 　 　 수리전 장작산자, 수리후 쪼갠대나무

104 2016∼7 국가민속문화재 제136호 괴산 김항묵고택 사랑채 ◐ 　 　 　 　 수리전 장작산자(일부 쫄대), 수리후 모두 장작산자

105 2016∼7 문화재자료 제5호 보은 선병우고가 ◐ 　 ◐ 　 　 처마부근은 싸리나무, 그외 장작산자

106 2017 국가민속문화재 제147호 괴산 송병일고택 행랑채 ◐ 　 　 　 　 장작산자

107 2017 유형문화재 제192호(충북) 옥천 경율당 　 ◐ 　 　 　 쪼갠대나무

108 2017 국가민속문화재 제152호 화순 양참사댁 안채 　 ▷ 　 　 　 수리전 재료 알수 없음, 수리후 쪼갠대나무

109 2017 문화재자료 제68호 춘천 김정은가옥 ◐ 　 　 　 　 안채, 사랑채 모두 장작산자

110 2018 사적 제125호 종묘 전사청 행랑 ● ◯ 　 　 　 수리전 쪼갠목, 수리후 대나무(기술지도 결과)

111 2018 기념물 제54호(전남) 장성 봉암서원 　 ▷ 　 　 　 수리전 재료 알수 없음, 수리후 쪼갠대나무

112 2018 유형문화재 제214호(경남) 밀양향교 대성전 ● ◯ 　 　 　 수리전 장작산자, 수리후 쪼갠대나무

113 2018 문화재자료 제122호 거창 동호리 이씨고가 　 　 　 ◐ 　 잡목가지

114 2018∼9 유형문화재 제103호(전남) 담양향교 명륜당 　 ◯ 　 　 ● 수리전 쫄대, 수리후 쪼갠대나무

115 2018∼9 유형문화재 제95호(충북) 보은향교 대성전 ◐ 　 　 　 　 장작산자

116 2019 유형문화재 제9호(광주) 광주향교 대성전 　 ◯ 　 　 ● 수리전 쫄대, 수리후 대나무(자문회의 결과)

117 2019 국가민속문화재 제179호 안동 학암고택 ◐ 　 　 　 　 장작산자

118 2019 유형문화재 제107호 단양향교 풍화루 　 　 ◐ 　 　 싸리나무

119 2019 문화재자료 제3호(울산) 울산 학성이씨 근재공고택 　 　 　 　 ▷ 수리전 재료 알수 없음, 수리후 각재

120 2019 유형문화재 제104호(충북) 음성향교 동재 ◐ 　 　 　 　 장작산자

121 2019 유형문화재 제94호(충북) 문의향교 강당 ◐ 　 　 　 　 장작산자

122 2019 유형문화재 제201호(경남) 의령향교 수인루 ● ◯ 　 　 　 수리전 쪼갠목, 수리후 대나무

123 2019 문화재자료 제111호 밀양 다죽리 손씨고가 ● ◯ 　 　 　 수리전 장작산자, 수리후 쪼갠대나무

2. 산자 및 산자엮기 일반사항

2-1. 산자 및 산자엮기

산자는 서까래와 수직방향으로 서까래 위에 가로로

질러대는 가는 나무를 말하며, 산자를 새끼로 엮어 서

까래 위에 까는 작업을 산자엮기라고 한다(그림1).

그림 1. 산자엮기

(경기문화재단, �화성성역의궤 건축용어집�, 2007, 146쪽)

산자엮기 시공 시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먼저, 산

자 위에서 바르는 알매흙9)과 치받이 흙(앙토)이 일체

식으로 붙어있기 위해서는 산자가 거칠고 산자들 사이

에 적당한 틈이 있어야 한다.10) 또한 산자는 일정한 간

격으로 엮는 것이 중요하다.11) 다음으로, 산자는 서까

래 사이마다 두 줄의 산자새끼를 평고대에서 적심도리

까지 늘이고 새끼를 엇갈리게 하여 엮는데, 산자의 양

끝부분은 서까래 위에 걸쳐지도록 한다.12) 마지막으로

9) 산자를 엮은 후 그 위에 눌러 펴 까는 진흙, 진새라고도 한다. 암

키와 아래 암키와를 고정하기 위해 까는 알매흙과 구분된다.

10) 김왕직, �알기쉬운 한국건축 용어사전�, 동녘, 2007, 123쪽

11) “산자는 일정한 간격으로 엮는 것이 중요한데 (중략) 산자 간격

이 일정하지 않으면 그 사이로 알매흙이 불규칙하게 내려와 차후 시

공되는 앙토와의 접착력이 현저히 떨어지기 때문이다.”(전통건축수리

기술진흥재단, 전게서, 2018, 2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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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까래 사이의 공간을 미리 계산하고 지상에서 엮어서

올리면 지붕에서 엮는 것보다 간격이 일정하며 빠르고

단단하게 엮을 수 있다.13)

2-2. 산자 재료별 특징

산자 재료로는 장작, 대나무, 싸리나무, 잡목가지, 졸대

등을 사용하며, 재료별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장작산자는 통나무의 껍질을 벗겨서 적당한 굵기로 쪼

개어 만들며, 규격은 두께가 15∼60 ㎜, 길이가 600∼1500

㎜이다.14) 일반적으로 산자와 앙토의 접착력을 좋게 하기

위해서는 원목을 길게 쪼개어 장작산자로 사용해야 하지

만15) 현재는 나무를 길게 켜서 사용하기도 한다.

겹처마 건물에서 장작산자를 설치하는 경우 부연

밑16)에는 얇은 장작을 골라 설치하는데, 때에 따라 그

부분에만 대나무 또는 싸리나무(그림2)를 설치하기도

한다.17) 균일하지 않은 장작으로 산자를 엮는 경우 울

퉁불퉁하고 간격이 넓어 진새가 흘러내리면 앙토를 바

르는데 어려움이 있다.18) 마지막으로 굽은 서까래를 사

용한 경우에는 서까래의 높낮음 차이로 인해 장작산자

가 밀착되지 않고 뜨는 부분이 생기는데, 여기에는 여

러 번에 걸쳐 앙토를 두껍게 발라줘야 한다.

그림 2. 좌: 부연 밑 싸리나무, 우: 부연 밑 외 장작산자

(보은 선병우고가 안채 보수공사, 2017)

12) 문화재청,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 2012, 142쪽

13) 이재용, 전게논문, 31쪽

14) 연구대상 수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장작산자 규격(치수)들을

종합하여 최소∼최대 범위를 산정하였다.

15) 수리 시 장작산자를 사용한 목조 건축문화재의 모든 수리보고서

를 살펴보니 통나무, 원목, 죽데기 등을 쪼개서 장작산자로 사용하였

다는 내용은 있지만, 길이방향으로 켜서 사용하였다는 내용은 찾아

볼 수 없었다. 하지만 몇 건의 수리보고서(개목사 원통전 해체수리보

고서, 공주 마곡사 영산전 해체수리보고서 등)에서 기술한 내용과 달

리 나무를 길게 켜서 장작산자로 사용한 것을 확인하였다.

16) 겹처마에서 장연 물매는 4∼4.5치에 비해 부연 물매는 2치 내외로

완만하게 구성하는데, 산자가 두꺼우면 부연 물매를 잡기가 어려워진다.

17) “서까래 위에 쪼갠 장작으로 산자엮기를 하였다. 쪼갠 장작은

1m 내외의 길이이며 새끼줄로 엮었다. 부연부분은 쪼갠 장작으로 하

지 않고 대나무를 쪼개서 산자의 두께가 두꺼워지지 않도록 하였다.”

문화재청, �귀신사 대적광전 수리·실측조사보고서�, 2005

18) 김진욱, �100년 만에 되살리는 한국의 전통미장기술�, 성안당,

2017, 144쪽

대나무산자는 굵은 대나무(왕대)를 쪼개어 산자 재료

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몇몇 건물에서는

수리 이전에 가는 대나무(이대)를 통으로 사용한 것이

확인되기도 하였다(그림4).19)

쪼갠 대나무는 서까래 위에 둥근 면이 전부 또는 일

부가 위쪽으로 향하도록 놓은 뒤20) 새끼로 엮으며, 산

자가 서까래에서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산자 위

를 얇은 각재로 누른 후 못을 박아 고정한다(그림3).21)

쪼갠 대나무는 비교적 규격이 일정하여 산자를 일정한

간격으로 엮기가 좋다. 그러나 두께가 얇아서 산자 사

이로 진새와 앙토가 충분히 두껍게 채워지기 어렵기

때문에 진새와 앙토의 접착력이 약해질 수 있다.22)

그림 3. 대나무산자와 고정목(위

봉사 보광명전 수리보고서, 2013)

그림 4. 가는 통대나무(불갑사

대웅전 수리보고서, 2004)

싸리나무는 전국 산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나무로

재질이 단단하면서 탄력이 매우 좋다. 그리고 나무가 잘

썩지를 않아 예로부터 미장 등 건축재료로 많이 활용되

어왔다.23) 싸리나무의 경우는 잔가지가 많으므로 원줄기

를 쪼개고 잔가지를 미리 손질하고 사용해야 앙벽에 튀

어나오는 면이 생기지 않도록 할 수 있다.24)

19) 조사대상 건물 중 남원 광한루와 영광 불갑사 대웅전에서 수리

이전 산자 재료로 가는 통대나무가 사용된 것이 확인되었다. 굵은

대나무(왕대)를 통으로 사용한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

20) 앙토와 대나무 산자의 접착력을 높이기 위해 대나무의 매끈한

둥근면이 위쪽으로 향하도록 하는 방법과 아래위로 번갈아 가도록

하는 방법이 사용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21) “산자는 대나무를 반쪽으로 쪼개어 둥근면이 위쪽을 향하게 하

여 새끼로 엮었으며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군데군데 피죽을

덮고 못을 박아 고정하였다.” (나주시청, �나주향교 대성전 수리보고

서�, 2008, 152쪽)

“산자는 대나무를 반으로 쪼개어 새끼로 엮었으며, 들뜨는 것을 방

지하기 위해 산자를 엮은 후 피죽을 군데군데 못으로 박아 고정하였

다” (문화재청·해남군, �미황사 응진당 수리보고서�, 2002, 300쪽)

여러 수리보고서상에 대나무 산자가 들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용

도로 피죽을 사용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데, 실제 사진상으

로는 얇은 각재가 주로 사용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22) 산자 사이 공간으로 진새가 충분히 밀려 나오면, 지나치게 많이

밀려 나온 진새는 긁어낸 후 초벌용 치받이 흙을 바르는데 이때 산

자의 두께가 어느 정도 확보되어야 진새와 치받이흙의 접착력이 좋

아진다.

23)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에서 “싸리, 참싸리,

조록싸리” 검색 후 산자와 관련된 내용을 발췌하여 요약·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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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붕 전체면적을 싸리나무 산자로 설치하기도 하지만

(그림5)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부연 밑부분에만 장작산

자를 대신하여 설치하기도 한다. 또한 싸리나무를 다른

산자 재료와 혼용하여 사용하는 경우(그림6)도 확인되었

다. 부정형의 싸리나무로 산자엮기 시 산자 간의 간격이

벌어져 그 사이로 진새가 지나치게 많이 흘러내리지 않

도록 유의해야 한다.

그림 5. 싸리나무(법주사 팔상

전 수리보고서, 2009)

그림 6. 싸리나무와 대나무 혼용

(월리사 대웅전 수리공사, 2003)

졸대는 얇고 좁은 나무 재료들을 통틀어 이르는 말

이다. 원목을 정해진 규격으로 기계로 가공하여 만드는

데, 규격은 보통 두께 10 ㎜, 폭 30 ㎜ 정도이다. 근대

이후 졸대는 건축물에서 벽체나 천장의 미장 바탕재료

로 주로 사용되었는데, 일부 건물에서는 지붕부 산자

재료로도 사용되었다(그림7, 그림8). 졸대로 산자엮기를

할 경우에도, 졸대 사이 간격을 15 ㎜ 정도로 일정하게

하여 진새가 밑으로 적당히 빠져나오게 해야 한다.

그림 7. 졸대 산자(강릉 해운

정 보수공사 준공사진첩, 2010)

그림 8. 졸대 산자(광주향교

대성전 감리보고서, 2019)

잡목가지 산자로는 제재 후 재목으로 쓸 수 없으나

산자 용도로는 사용 가능한 정해진 형태 없이 어느 정

도 굵기가 되는 온갖 나무(그림9) 또는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나뭇가지(그림10)를 사용한다. 잡목가지

로 산자를 엮을 경우 산자 간의 간격을 일정하게 하기

어렵고 매끈한 산자 면에서 앙토가 잘 붙지 않아 탈락

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산자 굵기에 따라 간격

을 잘 조정하여 산자 사이로 진새가 적당히 흘러내리

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24) 김진욱, 전게서, 85쪽

그림 9. 잡목가지 산자(종묘

공신당 수리공사, 2010)

그림 10. 잡목가지 산자(단양

향교 풍화루 수리보고서, 2019)

3. 목조 건축문화재 산자 재료의 지역별 특성

및 수리 시기별 변화

3-1. 목조 건축문화재 산자 재료의 지역별 특성

목조 건축문화재의 수리자료에서 산자 재료를 조사

하여 산자 재료별 사용 비율을 <그림 11>25)과 같이

나타냈다.

그 결과, 주요 산자재료로 장작산자(40.4%)와 대나무

산자(43.6%)가 사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싸리

나무(3.8%), 잡목가지(2.6%), 졸대(9.6%) 등은 산자 재

료서 사용이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11. 산자 재료별 사용비율

25) 조사대상 123건의 건물에서 총 156건의 산자 재료가 사용된 것

을 확인하였는데, 산자 재료 개수를 산정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① 조사대상 1건에서 2건의 산자 재료 사용

: 산자 재료가 수리 전후 바뀐 예로 수리 전 장작, 수리 후 대나무

사용 → 수리 전 장작과 수리 후 대나무를 각각 1건씩 별개로 산정

: 산자 재료를 혼용해서 사용한 예로 수리 전후 장작과 싸리나무 혼

용 사용 → 장작과 싸리나무 각각 1건씩 별개로 산정

② 조사대상 1건에서 1건의 산자 재료 사용

: 산자 재료가 수리 전후 동일한 예로 산자 재료 1개로 산정

: 산자 재료의 기록이 누락된 예로 수리 전 기록 없고 수리 후 대나

무 산자 → 대나무 1건만 산정

또한 수리공사가 2차례 이루어진 강진 무위사 극락전, 보은 법주사

팔상전, 안동 봉정사 극락전은 산자 재료에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

하여 1건만 산정하였고, 대전 남간정사는 1980년 공사시 설치한 졸

대산자를 2014년 공사시 대나무산자로 바꿨는데 졸대산자는 중복없

이 1건만 개수로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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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가 극히 적은 제주도와 강원도를 제외하고 전국

을 7개26) 도로 나누어 지역별 산자 재료의 분포율을

<표 2>와 같이 나타냈다. 그 결과, 산자 재료 사용에

대한 지역별 특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재료

지역
장작 대나무 싸리나무 잡목가지

기타

(졸대 등)

전남

(17건)
1건

(5.9%)

13건

(76.5%)

1건

(5.9%)
-

2건

(11.8%)

전북

(23건)
9건

(39.1%)

12건

(52.2%)
-

1건

(4.3%)

1건

(4.3%)

경남

(27건)

7건

(25.9%)

15건

(55.6%)
-

2건

(7.4%)

3건

(11.1%)

경북

(22건)

18건

(81.8%)

2건

(9.1%)
-

1건

(4.5%)

1건

(4.5%)

충남

(18건)
7건

(38.9%)

6건

(33.3%)

1건

(5.6%)

2건

(11.1%)

2건

(11.1%)

충북

(16건)
8건

(50.0%)

3건

(18.8%)

4건

(25.0%)
-

1건

(6.3%)

서울·경기

(29건)

10건

(34.5%)

16건

(55.2%)
- -

3건

(10.3%)

표 2. 목조문화재가 위치한 지역별 산자 재료 분포율

전남은 다른 지역에 비교해 대나무산자(76.5%)의 사

용이 높게 나타난 반면, 다른 산자 재료(12% 미만)의

사용은 낮게 나타났다. 이는 <표 3>27)에서 나타나듯

이, 전남지역이 대나무가 많이 분포하는 지리적 여건

속에서 대나무의 수급이 용이하였기 때문이다28). 그러

나 근대 이후에는 교통과 운송수단의 발달로 대나무

수급에 대한 지리적인 제약은 거의 사라졌다.

26) 조사대상마다 사용된 산자 재료의 수가 다르고 재료의 변화 유

무로 인해 조사대상 건수와 산자 재료의 건수에 차이가 있다. 지역

별 조사대상 건수/산자 재료 건수는 다음과 같다. 전남 14건/17건,

전북 15건/23건, 경남 20건/27건, 경북 20건/22건, 충남 11건/18건, 충

북 13건/16건, 서울·경기 20건/29건

27) 관련 연구(공우석, 대나무의 시·공간적 분포역 변화 , 대한지리

학회지 제36권 제4호, 2001, 454∼455쪽) 내용을 참고하여 표로 재작

성하였다.

28) “조선시대 당시의 고문헌에 나타난 대나무의 기록을 근거로 대

나무의 지방별 과거 분포지역을 복원한 결과 대나무의 분포는 시대

에 따라 확대되거나 축소하였지만, 조선시대 동안 호남지방의 대나

무 분포지가 영남지방에 비해 넓고 안정적으로 유지된 것은 호남이

기온과 강수조건이 상대적으로 온난다습하여 대나무의 생장에 적합

하였기 때문이다,” (공우석, 대나무의 시·공간적 분포역 변화 , 대한

지리학회지 제36권 제4호, 2001, 456쪽)

구분 분포면적과 비율

지 역 1961년 1982년 2000년

전남 2,063ha, 63% 2,650ha, 49.4% 4,616ha, 57.6%

경남 575ha, 18% 2,038ha, 38.0% 1,987ha, 24.8%

충남 210ha, 6%

672ha, 12.5%

174ha, 2.2%

전북 197ha, 6% 765ha, 9.5%

경북 153ha, 5%

473ha, 5.9%강원 36ha, 1%

제주 28ha, 1%

표 3. 우리나라 시기별 죽림면적

전북은 대나무산자(52.2%)의 사용 비율이 장작산자

(39.1%)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다. 경남 또한 대나무산

자(55.6%)의 사용 비율이 장작산자(25.9%)보다 다소 높

게 나타났다. 전북과 경남은 조선시대 중 대나무 분포

하였던 시기도 있었으며 전남과 접근성이 좋아 대나무

의 수급이 비교적 용이하였다. 따라서 산자 재료를 수

급하는데 드는 운반품과 산자엮기의 시공성을 고려하

여 해당 문화재에 적절한 산자 재료를 선택했을 것으

로 보인다.

서울·경기 역시 전북·경남과 유사하게 대나무산자

(55.2%)의 사용이 비교적 높게 나타났지만, 그 원인은

앞선 두 지역과 차이가 있다. 서울·경기 지역은 대나무

를 구하기 힘든 지리적 여건29)이므로, 서울·경기 지역

에서 사용된 대나무산자는 수리 전 기록이 없어 원형

이 아닐 가능성이 있거나 수리 후 대나무산자로 바뀐

사례이다. 예를 들어, 창경궁 명정문30)과 화성융릉 정

자각 등 궁궐·왕릉 건축물31)들은 현존하는 궁능 목조

문화재 중 서까래 사이를 개판이 아닌 앙벽 마감한 드

문 사례로 지붕부 해체 시 산자 재료가 장작산자로 확

29) “의궤에서 한 건의 기록을 통해 앙벽을 바를 때 바탕재로 대나

무가 사용되기도 하였지만, 대나무의 사용은 거의 없었던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이유는 대나무 산지와 관련이 깊은데 한양(서울)의 경

우 대나무를 쉽게 구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용되지 못한 것으로 보

인다”라고 하여 서울지역에서 대나무 사용이 보편적이지 않았음을

추론하고 있다. (조영민·김상협, 전통 벽체 외엮기 기법 연구 , 대한

건축학회 논문집–계획계32(5), 2016.05, 134쪽)

30) 궁궐 건물 가운데 명정전과 함께 가장 오래된 창경궁 명정문(공

사기간 : 2019. 4. 17. ∼ 2020. 11. 12.)은 현재 수리 중에 있어 조사

대상에 미포함하였지만, 산자가 설치된 궁궐건축물의 사례가 드물어

비교분석을 위한 자료로 삼았다.

31) 창경궁 숭문당, 창경궁 환경전, 경복궁 제수합, 종묘 전사청 행

랑, 양주 온릉 재실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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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었다. 이처럼 서울에 위치한 권위건축에서도 대나

무산자가 사용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서울에서 대나무

산자의 사용이 일반적이지 않았다는 추론을 뒷받침해

준다.

그림 12. 장작산자(창경궁 명정

문 보수공사 현장대리인 제공)

그림 13. 장작산자(화성융릉 정

자작 및 비각 수리보고서, 2008)

경북은 장작산자(81.8%)의 사용 비율이 매우 높게

나타난 반면 다른 산자 재료 사용은 미미함을 알 수

있다. 경북지역은 대나무가 생장하기 어려운 환경이었

을 뿐만 아니라, 대부분 산간지역에 속해 교통이 불편

하였다.32) 이러한 환경으로 인해 산에서 흔히 구할 수

있는 나무들을 산자 재료로 사용하는 것이 가장 효과

적인 자재 수급 방법이었다고 할 수 있다.

충남과 충북은 장작산자의 사용 비율이 가장 높았으

며, 대나무가 많이 분포하지 않음에도 대나무산자의 사

용 비율은 두 번째로 높았다. 이처럼 충청지역에서 대

나무 산자의 사용 비율이 높은 이유는 대나무 분포지

역으로부터 대나무 자재의 수급이 가능할 정도의 지리

적 여건을 가졌기 때문이다.

3-2. 목조 건축문화재 수리 시기별 산자 재료의 변화

목조 건축문화재 수리과정에서 산자 재료가 다른 재

료로 바뀐 사례가 31건 확인되었으며, 이를 정리하면

총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첫째, 기존 산자 재료가 변형되었거나 훼손되었다고

판단되어 원형을 찾아 바꾸는 경우로 종묘 망미루33),

여주 신륵사 조사당(그림14)34) 포함 조사대상 5건35)에

32) “대개 봉산(封山)은 큰 강변이나 해안에 접한 지역이 대부분인

데, 이것은 운송과 관련이 있다. 조선후기 당시에는 수운이 지배적인

운송수단이었기 때문에 자연히 섬이 많은 뱃길이 닿는 곳에 봉산이

지정되게 마련이었다. 자연히 섬이 많은 지역에 봉산이 있었다.”라고

하여 국가 소유 목재의 조달을 위한 봉산의 지정 요건을 통해 보듯

이 섬이 없는 경북은 다른 지역에서 건축재료를 운송해오긴 어려웠

을 것이다. (김왕직, 조선후기 관영건축공사의 건축경제사적 연구 ,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논문, 1998, 54쪽)

33) “산자는 본래 각재로 되어 있었으나 격식에 맞지 않는 후대에

변형된 것으로 판단되어 대나무를 사용하였다.”(문화재청, �종묘 망

묘루 복원·보수 및 가설관리사무소 신축공사 보고서�, 2000, 36쪽)

34) “산자 깔기는 부연을 설치하기 전에 우선적으로 시행하였다. 해체

시에 확인된 지붕 바탕면에는 쫄대목을 가로로 놓고 마감한 상태였는데

서 확인되었다. 이 중 대부분(4건)은 수리 이전에 졸대

산자가 사용되었다.

그림 14. 좌: 수리전 쫄대목산자, 우: 수리후 장작산자

(여주 신륵사 조사당 수리보고서, 2016)

둘째, 기존 산자가 지니는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 자

문 등을 거쳐 대체 재료로 바뀌는 경우로 하동 쌍계사

대웅전(그림15)36), 귀신사 대적광전37), 융릉 정자각38)

조사대상 3건에서 확인되었다. 3건 모두 해체 시 장작

산자의 규격 또는 엮기법으로 인한 구조적인 문제가

발견되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산자 재료를 대나무

산자로 변경하여 설치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하지만 재

료의 진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같은 재료인 장작산자를

사용하되 산자의 규격을 재설정하거나 엮기법을 변경

하는 등의 수리방법을 강구 할 필요가 있었다.

이는 전통 방식도 아니고 연목의 상당부에 산자 설치 흔적이 확인됨에

따라 금번 수리 시에는 산자를 설치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다. (중략)

조사당의 산자는 장작산자로 하였고 (후략)”과 같은 내용을 통해 자문

을 거쳐 변형이 된 쫄대목 산자를 장작산자로 교체한 사실이 확인된다.

(여주시, �여주 신륵사 조사당 해체수리실측보고서�, 2016, 334쪽)

35) 4건(종묘 망묘루, 여주 신륵사 조사당, 담양향교 명륜당, 광주향

교 대성전)은 졸대에서 다른 산자 재료로 변화되었고, 1건(종묘 전사

청 행랑)은 장작산자에서 대나무산자로 변화되었다.

36) “당초 (중략) 쪼갠 대나무로 산자엮기 되었으며 그 이상은 연목

등을 쪼개어 엮은 장작산자로 되어있었으나 보수공사에서는 모두 쪼

갠 대나무로 산자를 엮었다. 기존 장작산자의 경우 길이가 2∼3척

(尺), 직경이 3∼5치(寸)으로 연목 사이에 대나무 외가지를 설치하고

거기에 직교하여 장작을 새끼로 엮었다. 따라서 산자가 연목과 제대

로 밀착되지 않고 흘러내린 흔적이 여러 곳에서 발견되었으며 장작

의 두께로 인해 적심과 누리개가 제대로 설치되지 못하고 (후략)”

(문화재청, �하동 쌍계사 대웅전 수리보고서�, 2007, 297∼298쪽)

37) “서까래 위에 쪼갠 장작으로 산자엮기를 하였다. 쪼갠 장작은 1m

내외의 길이이며 새끼줄로 엮었다. 부연부분은 쪼갠 장작으로 하지

않고 대나무를 쪼개서 산자의 두께가 두꺼워지지 않도록 하였다.”(문

화재청, �귀신사 대적광전 수리·실측조사 보고서�, 2005, 396∼397쪽)

38) “융릉 정자각의 지붕공사는 부연을 설치하기 전에 일부 깔아두

었던 쪼갠 대나무 산자에 새끼로 연결하여 용마루 부분까지 깔아 적

심목 및 보토를 올릴 수 있는 바탕을 만드는 작업으로 개시하였다.

당초에 산자엮기는 나무를 길이방향으로 쪼개어 엮은 장작산자로 되

어 있었으나 금번 수리 공사시에는 모두 쪼갠 때나무로 산자를 엮었

다. 기존 장작산자의 경우 길이가 약 2∼3척(尺), 직경이 1.5∼2치

(寸) 연목 사이에 대나무 외가지를 설치하고 거기에 직교하여 장작

을 엮어서 산자와 연목이 제대로 밀착되지 않고 흘러내림에 따라 누

수가 생겨 연목의 상부가 썩어 처마구조를 약하게 하는 원인 제공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또한 장작의 두께로 인하여 적심과 누리

개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후략)” (문화재청, �화성 융릉 정자각

및 비각 수리보고서�, 2008, 151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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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좌: 수리전 장작산자, 우: 수리후 대나무산자

(하동 쌍계사 대웅전 수리보고서, 2007)

셋째, 산자 재료가 바뀌게 된 이유나 근거에 대한 기

록 없이 재료가 바뀐 경우이다. 이 유형은 세 가지 유형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해남 미황사 응진당(그림

16)39), 대전 회덕 동춘당, 창녕향교 대성전, 돈암서원 정

회당 등을 포함 조사대상 23건에서 확인되었다. 이중 상

당수(16건)가 수리 후 대나무로 바뀐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6. 좌: 수리전 싸리나무 산자, 우: 수리후 대나무산자

(해남 미황사 응진당 수리보고서, 2002)

수리전

수리후
장작 대나무

싸리

나무

잡목

가지

기타

(졸대등)

수리전

기록 무

장작 38건 1건 - 1건 2건 -

대나무 17건 23건 1건 2건 5건 20건

싸리나무 - - 5건 - - -

잡목

가지
- - - 2건 - -

기타

(졸대등)
3건 1건 - - 2건 3건

수리후

기록 무
1건 - - - -

표 4. 수리 전후 산자 재료별 변화비율

산자 재료가 수리 전·후에 변화되는 양상을 <표

4>40)를 통해 살펴보면, 장작산자는 수리 전후에 원형이

유지되는 사례가 장작산자가 사용된 총 건수 62건 중

39) 문화재청·해남군, �미황사 응진당 수리보고서�, 2002

40) 경운동 민병욱가옥은 수리전 쫄대와 쪼갠나무가 혼용되었는데,

수리후 쫄대만 사용되어 별개로 하여 2건으로 산정하였다. 또한 강

화 정수사 법당은 수리전 쪼갠목만 사용되었는데, 수리후 쪼갠목과

대나무산자가 혼용되어 별개로 하여 2건으로 산정하였다.

38건(61.3%)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다. 그러나 장작, 싸

리나무 등과 비교하여 볼 때 대나무산자는 원형이 유지

되는 사례가 대나무산자가 사용된 총 건수 68건 중 23

건(33.8%) 정도로 낮은 반면, 수리과정에서 기타 산자

재료가 대나무로 교체되는, 즉 수리후만 사용되는 사례

가 25건(36.8%)으로 높게 나타났다.41)

이를 통해 산자 재료에 있어 대나무산자로의 획일

화42)현상이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쪼갠 대

나무가 전국적으로 보급되어 구하기도 쉬울 뿐만 아니

라, 비교적 균일한 규격이면서 탄력이 있는 쪼갠 대나

무로 산자엮기 시 작업이 용이하여 시공비 측면에서도

유리했기 때문이다.43) 또한 기성재료인 졸대는, 산자 재

료로 종종 사용되지만, 수리과정에서 변화가 많이 발생

하는 재료임을 알 수 있었다.

수리 전후 산자 재료가 바뀐 사례들의 지역별 분포

는 <표 5>44)와 같으며, 이를 통해 산자재료의 지역별

변화양상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재료

지역

졸대→

장작

장작→

대나무

졸대→

대나무

장작→

졸대

기타

(사례1건)

전남

(3건)
- -

2건

(66.7%)
-

싸리나무

→대나무

전북

(6건)

1건

(16.7%)

3건

(50.0%)
-

1건

(16.7%)

잡목가지

→대나무

경남

(6건)
-

6건

(100%)
- - -

경북

(2건)
- - -

1건

(50%)

잡목가지

→장작

충남

(5건)
-

2건

(40.0%)

1건

(20.0%)

1건

(20%)

대나무→

장작

충북

(1건)
- - - -

대나무→

졸대

서울·경기

(9건)

1건

(11.1%)

6건

(66.7%)

2건

(22.2%)
- -

표 5. 산자 재료가 변화된 사례의 지역별 분포

41) 조사대상 68건 중 20건(29.4%)에 해당하는 수리공사에서 수리

전 산자 재료에 대한 기록 없이 수리 후에만 대나무산자 사용이 확

인되었다. 따라서 수리 전에 기타 산자가 대나무로 바뀌게 된 실제

비율은 조사값(36.8%)보다 더 높을 것으로 짐작된다.

42) 선행연구에서 대나무 산자로의 획일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지적

된 바 있다. (이재용, 전게논문, 56∼57쪽)

43) 장작산자는 손수 도끼로 쪼개어 만들기 때문에 인력품이 많이 소

요된다. 이에 비해 쪼갠 대나무는 일부 건재상에서 기성품으로 구입할

수 있어 품이 절약되며, 산자엮기도 간편하다고 한다. 이러한 점 때문

에 수리현장의 일부 종사자들은 대나무산자를 더 선호하여 수리시 산

자 재료를 대나무로 교체하는 것을 제안하기도 한다고 증언하였다.

44) 전국적으로 사례가 1건(대나무→장작, 싸리나무→대나무, 대나무

→졸대)인 조사대상은 기타로 분류하여 작성하였다.



42  논문

건축역사연구 제30권 3호 통권136호 2021년 6월

그림 17. 문화재수리 표준 시방서 및 품셈상의 산자 재료 변화

전남은 졸대 2건과 싸리나무 1건이 대나무산자로 바

뀌었는데, 이는 지역성을 고려한 산자 재료의 선택이었

다고 볼 수 있다. 전북은 수리 후에 산자 재료가 장작

산자로 1건, 대나무산자로 3건이 바뀌었는데, 이는 전

북지역 산자 재료의 비율(표2 참고)과 유사하다. 경남

은 장작산자가 모두 대나무산자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경남지역의 대나무산자 사용비율이 장작산자보다 높게

나타나는 또 다른 이유이다. 충남은 장작산자가 대나무

산자로 바뀐 사례가 3건이지만, 대나무산자가 장작산자

로 바뀐 사례도 1건 있어 산자 재료의 선택에 있어 다

양성이 눈에 띈다. 서울·경기는 9건 중 6건이 대나무산

자로 바뀐 사례이며, 1건만이 장작산자로 바뀐 사례였

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경기지역에서 대

나무 산자 비율이 높은 근거가 된다. 그밖에 산자 재료

가 수리를 거치며 졸대로 바뀌거나 반대로 졸대에서

바뀌는 사례는 일부 지역에 국한되어 나타나기보다 전

국적인 범위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수리 후에 산자 재료가 바뀌게 된 원인은

먼저 문화재수리 표준시방서와 품셈 상에 명시된 산자

재료 기준에서 찾아볼 수 있다(그림17). 1974년 제정

이후부터 2005년 개정되기 전까지 시방서 상의 산자

재료를 확인해 보면, 긴 장작과 쫄대(졸대), 싸릿개

비45), 죽데기46)장작 등을 사용하도록 명시되어 있다.47)

45) 싸릿개비. 싸리의 한 줄기나 그것을 가늘게 쪼갠 한 도막

46) 통나무 표면에서 잘라낸 널조각

47) 쪼갠 대나무는 2005년 시방서 개정이후 산자 재료로 포함된 것

을 알 수 있다.

졸대도 산자 재료로 포함되어 있는데, 졸대는 제재목의

한 종류로 근대 이전에는 보기 어려웠던 건축재료이다.

따라서 조선시대 건축물을 수리하는 경우에는 산자 재

료로 근대이후 재료인 졸대를 사용48)하는 것은 자제하

여야 한다. 더 주목해야 할 점은 2012년 개정되기 전까

지 표준품셈의 내용에서는 산자 재료로 죽재(피죽)49)가

지정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이는 목조 건축문화재 해체

시 확인된 기존 산자가 대나무산자로 수리되는 계기가

되었을 것이다.

다음으로 장작산자, 싸리나무산자 등이 수리과정에서

대나무산자로 변화되는 또 다른 원인은 문화재수리 설

계과정 상의 한계로부터 발생한다. 문화재수리를 위한

설계는 해체 전에 실시되는 이른바 예측설계이기 때문

에 해당 문화재의 수리 기록이 남아있지 않는 한 통상

적으로 대나무산자로 설계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시방

서에 제시하는 싸리나무나 잡목가지 등은 단가 정보의

근거가 미비하고, 시장에서 구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급이 원활하고 물가정보 등을 통해 재료의

단가를 알 수 있는 대나무로 주로 설계하고 시공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다.50)

끝으로 산자 재료가 수리 전·후에 바뀌게 되는 요인

으로 문화재를 수리하는 전문인력에게서 문화재 원형

보존 특히 재료의 진정성 보존에 대한 의식이 결여되

48) <표4>를 보면 졸대가 사용된 수리공사는 총 16개였다. 이중 수

리 전에만 사용된 경우가 7개, 수리 후에만 사용된 경우가 4개로 나

타나 졸대산자는 수리 전 또는 후에만 사용되는 경향이 강했다. 이는

지붕부 수리과정에서 사용된 졸대산자가 재료적 측면에서 얼마나 진

정성 확보를 하지 못하고 있는지를 단편적으로 보여주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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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었던 당시 시대적 상황이 포함될 수 있다.51) 목조

건축문화재는 수리과정에서 지속적으로 훼손된 부재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재료

의 진정성을 위해서는 부재 교체 시 동일한 재질의 재

료를 동일한 기법으로 제작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진

정성에 대한 철학적 사유가 없이 부재의 교체가 일반

화되던52) 문화재 수리 경향 속에서 산자 재료에도 많

은 변화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짐작된다.

위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산자 재료에 변화가 일어

나지만, 어느 한 요인이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

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다. <표6>53)을 살펴보면 시기

상에 편중 없이 산자 재료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으며, 특히 표준품셈에서 산자 재료로

대나무를 특정한 2012년 이전뿐만 아니라 품셈이 개정

된 2012년 이후에도 대나무산자로의 변형이 지속되고

있음이 드러났다. 이는 재료의 진정성을 보존하기 위해

서는 수리기준 등 제도의 정비만으로는 한계가 있는바,

수리현장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설계자, 시공자, 감독

관의 의식개선이 동반되어야 함을 시사해준다.

구분
수리년도

2000∼2004 2005∼2009 2010∼2014 2015∼2020

장작→

대나무
3건 4건 5건 5건

장작→

졸대
1건 1건 1건 -

잡목가지

→대나무
1건 - 1건 -

졸대→

장작
2건 - - -

졸대→

대나무
1건 - 1건 3건

표 6. 산자 재료가 변화된 사례의 시기별 분포

49) 피죽(皮竹) : 대나무의 겉껍질

50) 전통건축수리기술진흥재단, 전게서, 2018, 68쪽

51) 1962년대 「문화재보호법」 제정된 이후 50여 년이 지나 2010년

에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

지침」등을 제정하여 효율적인 문화재 보존과 수리체계를 갖추어 왔

다. 그러나 법률 제정이 이루어지고 관련제도가 개선되는 과정에서

보존철학은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 수리현장에서도 철학

적인 고민이 없었다. (이수정, 수리현장에서 보존철학이 왜 필요한

가-보존철학의 개념과 필요성 , 한국건축역사학회 춘계학술발표대회

논문집, 2017, 243쪽)

52) 이수정, 문화재 보존에 있어서 진정성 개념의 속성과 변화 고찰

, 문화재, 45권, 4호, 2012, 137쪽

53) 1건만 나타나는 사례(잡목가지→장작, 대나무→장작, 대나무→졸

대, 싸리나무→대나무)는 시기별 분포를 분석하는 게 의미가 없어 제

외하였다. 또한 수리공사가 여러 해가 걸쳐 이루어진 경우, 수리년도

는 공사기간의 중간값으로 설정하였다.

2020년 현재 문화재수리용 재료를 국가가 직접 확보

해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 문화재수리 재료센터가 건립

중이다.54) 시장에서 대량으로 공급되는 쪼갠 대나무가

수급의 편리성까지 더해져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것을

억제하기 위해, 시장에서 구하기 어려운 싸리나무나 쪼

갠 나무(장작)을 국가가 보관 후 공급하는 방안을 고려

해볼 수 있을 것이다.

목조 건축문화재의 완전한 진정성을 보존하기 위해

서는 수리 시 가능한 창건 당시의 기법과 재료를 유지

하도록 해야 한다.55) 해당 문화재가 구조적인 결함이나

훼손을 야기할 만한 이유가 없다면 산자 재료도 원래

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하여 수리하여야 한다. 부득이하

게 산자 재료를 다른 재료로 교체할 경우에는 사진과

기록 등을 남겨 후세에 수리 전 자료를 바탕으로 변화

되기 이전의 상태로 되돌리 수 있는 여지를 주도록 해

야 할 것이다.

4. 결론

목조 건축문화재 지붕부에 사용된 산자 재료의 지역

별 특성 및 수리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목조

건축문화재 수리 기록물들을 조사 및 분석하였다. 이러

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 산자 재료의 선택 시 지역별 재료 수급 조건의 차이

가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대나무의 생장에 적합

한 기후적 조건을 갖춘 전남지역에는 대나무산자가 주

로 사용되었다. 반면, 대나무 생장이 어렵고 나무가 많

은 경북지역에서는 장작산자의 사용이 월등히 높았다.

2. 목조 건축문화재 수리 시 산자 재료가 대나무산자

로 획일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표준품셈에서

산자 재료로 대나무(죽재)를 지정한 점과 교통의 발달

로 전국적으로 대나무산자의 수급이 가능해진 점, 수리

현장에서 공사관계자들의 진정성 보존에 대한 의식부

족 그리고 시공의 편의성 때문으로 판단된다.

3. 수리 당시의 사회경제적 환경이 산자 재료의 선택

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산지에서 직접 구해야

하는 싸리나무와 같은 전통재료는 수급의 불편함 등으

로 인해 현재 목조 건축문화재의 산자 재료로 사용되

54) 문화재청 홈페이지 보도자료(문화재청,「문화재수리재료센터」건

립 이달 본격 시작 -문화재 수리용 재료 국가가 직접 공급…경북 봉

화군에 2023년 완공 목표-) 참고

55)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제19조(부재의 교체) 1항에서

“부재는 가능한 한 원래의 재료를 그대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후략)” 라고 명시하여 수리 시 재료의 진성성을 유지하도록 규정하

고 있다. (문화재청,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업무지침�,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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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이 드물었다. 또한, 근대 이후에 생산된 졸대가

조선시대 건물의 산자 재료로 사용되기도 하였다.

195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 수리자료를 검토해 본

결과 문화재수리가 체계화되지 않았던 제도적 문제 등

으로 인해 수리 시 기법과 재료 등을 상세하게 기록한

수리보고서가 드물었다.56) 그에 따라 산자 재료에 대한

기록을 시기별로 폭넓게 수집하지 못하였고, 시기적 분

석도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지 못한 한계가 존재한다.

더불어 산자 재료는 목재라는 재료적 특성으로 인해

수리를 거치며 재료의 교체가 빈번하였을 것이기 때문

에 창건(중건) 당시 원형 산자 재료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하지만 본 연구는 목조 건축문화재를 구성하는 산자

재료의 원형을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기보다 수리 시

산자 재료의 변화과정을 검토하여 재료의 진정성 측면

에서 목조 건축문화재 수리의 문제점과 향후 방안을

고찰해본 것에 의미를 두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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