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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목조 건축에서 외형의 아름다움을 결정하는 요소로 지붕의 형태는 매우 중요하다. 그 가운데에서도 처마의 

곡선은 한국 목조 건축의 특징을 가장 잘 나타내는 요소이다. 이 처마의 곡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서까래와 부연

(浮椽)이라는 부재이며, 특히 날렵한 처마곡을 만들어 육중한 지붕의 느낌을 보다 가볍고 역동적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은 부연이다. 부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는 이미 알려져 있지만 처음 사용 시기와 관련해서 명확하게 알려진 바는 

아직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 건축에서 부연이 최초로 사용된 시기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하

여 먼저 한국·중국·일본의 고대 건축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는 문헌, 발굴 유구, 현존 건축물과 건축물이 표현된 회

화 및 조각 등의 고찰을 차례로 진행하고 이를 종합하여 한국 고대 건축의 부연 사용 시기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그 결

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경우 6세기 중반 북제에서 처음 부연 사용이 나타나지만 일반화된 것은 당대인 7세기부터로 판단된다.

둘째, 일본의 경우 수도를 비조 지역에서 나라 지역으로 이전하는 8세기 중반 이후 부연 사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의 당과 직접적인 문화 교류를 추진하는 시기와 겹친다.

셋째, 한국의 경우 부연 사용은 6세기 중반 중국 북제로부터 백제로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일반화되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신라 통일기인 7세기 중반 중국 당과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보편화되었던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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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한국 목조 건축에서 건물 외형의 아름다움을 결정하

는 인자로서 지붕의 형태는 매우 중요하다. 그 가운데에

서도 처마의 곡선은 한국 목조 건축의 특징을 가장 잘 나

타내는 부분이다. 이 처마의 곡선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

로 서까래와 부연(浮椽)이라는 부재이며, 특히 날렵한 처

마곡을 만들어 육중한 지붕의 느낌을 보다 가볍고 역동적

으로 보이도록 하는 것은 부연이다. 

부연의 사전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①   처마 서까래의 끝에 덧얹는 네모지고 짧은 서까래. 처마 끝을 

위로 들어 올려 모양이 나게 한다1 

②   처마 서까래의 처마 끝에 덧얹어 건 짤막한 서까래. 처마를 위

로 올리어 모양이 나게 함2 

한편 처마는 서까래가 기둥 밖으로 빠져나온 부분으

로 일조량을 조절하고 풍우로부터 건물의 몸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이때 처마를 보다 깊이 빼면서 건물의 격을 

높이고자 할 때 서까래 끝에 덧붙이는 부재가 부연이다.3 

지금까지의 설명들을 종합하면 부연은 건축 부재이

기는 하지만 구조 부재이기보다는 의장적 목적으로 사용

하는 부재라고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와 같이 기능과 

역할이 알려져 있는 부연이지만 한국 건축에서 그 처음 

사용 시기와 관련하여 명확하게 알려진 바는 아직 없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한국 건축에서 부연이 최초로 

사용된 시기를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현재 한국에는 고대 목조 건축물이 현존하지 않는

다. 현존하는 건축물 중 가장 오래된 것은 ‘봉정사 극락전’

으로 13세기 초의 건물로 추정된다. 이 건물은 부연이 사

용된 겹처마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것은 이전 시기의 

건축적 형태를 계승하였을 것이므로 이 시기를 부연 사용

의 처음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를 위해서

는 현존하는 건축물을 살펴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지만, 

건축물이 아닌 문헌 등의 간접적인 자료에 더욱 의존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고대 건축과 관련하여서는 국내의 

자료 수가 많지 않으므로 당시 건축적 교류가 활발히 이

루어졌던 중국과 일본의 자료도 참고자료로 활용하여 비

교·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에 따라 먼저 고대 건축과 관련된 기록이 남아 

있는 한국·중국·일본의 문헌, 발굴 유구, 현존 건축물과, 

건축물이 표현된 회화 및 조각 등의 고찰을 차례로 진행

하고 이를 종합하여 한국 고대 건축의 부연 사용 시기를 

추정하고자 하였다.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https://stdict.korean.go.kr/search/searchResult.do?pageSize=10&searchKeyword=%EB%B6%80%EC%97

%B0.

2 장기인, 1998,『한국건축사전』, 보성각, p.102.

3 김왕직, 2008,『알기 쉬운 한국 건축 용어 사전』, 동녘, p.167.

그림 1 봉정사 극락전 처마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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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선행연구 검토

부연과 관련하여 부연만을 단독으로 연구한 사례는 

아직 찾아볼 수 없었다. 대부분의 부연 연구는 건축물의 처

마부를 연구하며 그 일부로서 다루어지고 있을 뿐이었다.

처마부와 관련한 연구는 주로 처마 내밀기를 주제로 

진행되었다.4 이들 연구에서는 부연의 사전적 의미에서 

살펴보았듯이 처마를 길게 내밀기 위한 수단으로서 부연

을 간접적으로 다루고 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하여 그 최

초 사용 시기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다. 

또 다른 연구로는 부연을 통해 만들어지는 처마의 

형태인 겹처마를 주제로 한 것이 있는데,5 이 연구에서도 

처마의 구성 부재와 그 형태, 결구 방식 등을 살펴보고 있

으나 부연의 사용 시기와 관련하여서는 6세기경 중국의 

사례를 언급하였을 뿐 우리나라에서의 구체적인 사용 시

기는 언급하고 있지 않다. 

이렇듯 부연에 대한 연구는 부연이 지붕의 형태를 

특징짓는 처마를 구성하는 중요한 부재임에도 서까래 등 

다른 부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이는 

부연이 구조 부재가 아닌 의장 부재로 여겨지며, 필수적

이기보다는 지붕의 형태를 보다 화려하게 만들기 위해 부

가적으로 추가되는 부재로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Ⅱ. 부연 사용 시기의 고찰

1. 문헌에 의한 고찰

고대 건축의 모습을 추정할 수 있는 문헌으로는 『삼

국사기(三國史記)』 권33 잡지 제2 ‘옥사조(屋舍條)’가 대표

적이다. 이것은 통일신라시기 살림집의 격식을 규제할 목

적으로 제정된 일종의 법령으로, 신분에 따른 집의 규모와 

사용 장식, 재료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 ‘옥사조’와 관련한 

건축 분야에서의 연구는 그동안 여러 연구자들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왔으며, 그 해석에 있어서 다양한 의

견들이 제시되었다. 그러나 ‘옥사조’의 내용 중 ‘비첨(飛簷)’

이라는 용어와 관련하여서는 최근 추녀로 추정한 연구6도 

있으나 이를 부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7

‘옥사조’의 규제가 만들어진 시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7세기 중반 당의 제도를 따라 제도화

되었던 것이 제도가 문란해지자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흥

덕왕 9년(834)에 율령으로 다시 교시를 내린 것으로 보는 

견해가 다수이다.8 

‘옥사조’의 내용 가운데 부연에 해당하는 ‘비첨’에 대

해 진골 이하의 계급에서 ‘불시비첨(不施飛簷)’이라고 기

록하고 있어9 제도가 처음 만들어지던 7세기 중반에는 부

연이 부가된 겹처마는 왕가에서만 사용되던 격이 높은 건

4 처마 내밀기와 관련한 최근의 연구로는 다음의 논문들이 있다.   

박진기·조재모·최무혁, 2007,「조선시대 사찰 불전의 처마 내밀기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3권 제5호, 대한건축학회, pp.101~108; 성

대철·박강철, 2010a,「사찰 주불전의 처마부 치수 결정 과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연합논문집』 제12권 제2호, 대한건축학회 연합회, pp.45~52; 성대철·

박강철, 2010b,「전통 목조 건축의 처마부 특징과 치수 추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6권 제12호, 대한건축학회, pp.155~162; 이경태, 

2011, 『한국 전통가옥의 처마 내밀기 연구』, 전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 이우종, 2010, 「한국 목조 건축물의 겹처마 목부재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26권 제7호, 대한건축학회, pp.127~134.

6 허유진·전봉희, 2020, 「삼국사기 옥사조의 비첨 재해석」,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제36권 제9호, pp.63~70.   

이 연구에서는 ‘비첨’을 추녀로 추정하였으며 이는 우진각 혹은 팔작지붕을 구성하기 위한 것으로, 추녀를 사용할 수 없는 진골 이하 모든 계급에서는 맞배지붕의 건

물만을 지을 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추녀는 이미 사주형 수혈 주거에서도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부재로, 오랜 기간 사용되어오던 것을 뒤늦게 신

분에 따라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였다는 점에서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히려 ‘부연’의 사전적 의미에서 볼 수 있듯이 건물을 꾸미기 위한 의장적 

요소로서 새롭게 등장한 부연을 사용하는 건축 기법에 대해 신분에 따라 규제함으로써 상대적으로 권위를 나타냈다는 설명이 보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7 이상해, 1995, 「삼국사기 옥사조의 재고찰」, 『한국역사연구』 Vol.4 No.2, 한국건축역사학회, pp.45~64.

8 이상해, 1995, 위의 논문, pp.45~64; 이호열, 2001, 「한국 반가 연구의 성과와 과제」, 『한국건축역사학회 창립 10주년 기념 학술발표대회 자료집』, 한국건축역

사학회, pp.1~16; 양정석, 2007, 「영선령을 통해 본 삼국사기 옥사조」, 『한국사학보』 제28호, 고려사학회, pp.9~43.

9 “...眞骨. 室長廣不得過二十四尺, 不覆唐瓦, 不施飛簷, 不雕懸魚...” (『三國史記』 卷第33 雜志 第2 屋舍條,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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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적 의장 요소임을 추정할 수 있다. 또한 이 조항은 부연

의 사용을 왕가 외 신분의 주택에서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이 규제 이전에는 신분과는 상관

없이 왕가 외에서도 부연이 건축물에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 

또한 ‘옥사조’에서 규제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신분

의 구분인 골품제도는 일반적으로 520년 법흥왕의 율령 

반포에 따라 법제화된 것이다.10 따라서 신분에 따른 가사 

제한이 생기는 6~7세기 중반에 신라 지역의 건축물에 부

연이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당시 건축적 영향을 주고받던 중국에서는 건축 

기술서로서 북송시기인 1103년 간행된 『영조법식(營造法

式)』이 전한다. 이 책에서는 부연을 비자(飛子)라 하고, 처

마(簷)의 항목에서 그 크기와 만드는 방법에 대해 설명하

고 있다.11 『영조법식』 역시 12세기에 발간된 것이지만 송

(宋)의 개국 이후 많은 건축물을 짓게 되면서 국고의 낭비

가 심해지게 되자 이를 규제하고 경제적으로 건물을 지

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으로, 이전의 건축 제

도를 다시 종합·정리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이전 시기

에 대해서는 『영조법식』의 내용이 건축물의 위계를 명확

히 하고 있다는 점과 그 내용이 당(唐)대인 738년에 만들

어진 『당육전(唐六典)』과의 유사성을 통하여 당대의 제도

를 받아들이고 있음을 설명하기도 한다.12 물론 당대의 제

도를 받아들였다고 하여 후대에 집필된 『영조법식』에 기술

된 내용이 모두 당대의 것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지만 『영

조법식』이 새로운 건축 기술의 제안이 아니라 이전의 건축 

제도를 종합·정리한 것인 만큼 이 책이 발간된 12세기 이

전의 건축 기술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따라서 부연의 사용 시기 역시 12세기 이전으로 볼 수 있

으며, 연관성을 고려할 때 『당육전』이 만들어진 8세기 중반

의 건축물에서도 부연이 사용되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2. 현존 건물에 의한 고찰

한국의 현존하는 목조 건축물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봉정사 극락전으로 13세기 초의 건물로 추정하고 있

다. 이 건물에는 부연이 사용되고 있었으므로 13세기 이

전부터 이미 부연이 사용되고 있었다는 것은 능히 짐작할 

수 있다(그림 1). 하지만 그 이전 어느 시기부터 부연이 

사용되었는지는 현존 건물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따라서 한국보다 오래된 고대 시기의 건물이 현존하

는 일본과 중국의 경우를 살펴보았다. 

일본에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목조 건물이 남아 

있다. 법륭사(法隆寺)의 금당과 목탑이 그것으로 그 창건 

연대는 607년이다. 그 후 670년의 화재 기록으로 인해 현

존하는 건물이 창건 당시의 것인지 혹은 화재 이후 재건

된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재건의 의견

이 보다 우세하다. 재건 가람이 완성된 시기는 711년으로 

보고 있다. 일반적으로 법륭사의 창건에는 백제의 기술

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제 장인에 의해 건립되

었거나 혹은 백제 장인으로부터 기술 지도를 받아 건립된 

것으로 판단된다.13 이러한 법륭사는 재건 시에도 창건 당

시의 건축 기술을 유지하였을 가능성이 높다.14 

10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SearchNavi?keyword=%EA%B3%A8%ED%92%88%EC%A0%9C%EB%8F%

84&ridx=0&tot=1201.

11 상세 내용은 김도경·주남철, 1995, 「송 영조법식 대목작제도 주해 (7)」, 『건축사』 통권 314호, pp.94~103 참조.

12 양정석은 그의 논문에서 신라의 ‘옥사조’ 역시  서술 방식에 있어서 『唐會要』와의 유사성을 들어 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파악하였다(양정석, 2007, 「영선령을 

통해 본 삼국사기 옥사조」, 『한국사학보』 제28호, 고려사학회, pp.13~17).

13 太田博太郞, 1998, 『日本建築史序說』, 彰國社, p.84.

14 법륭사의 재건과 관련하여 일부 통일신라의 건축 기술자에 의해 건립되었다는 의견도 있다(최재석 1997). 당시 일본에는 법륭사 금당과 목탑 같은 건축물을 건

립할 수 있는 건축 기술이 부족하였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오래지 않아 이전과는 건축적 상세가 다른, 하지만 비슷한 규모의 건축물이 건립되는 사례들을 보면 

실제로 건축 기술이 부족하였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된다. 목조 건축물의 건립에는 다년간의 숙련된 기술자를 필요로 하므로 이전에 가지고 있지 않던 

기술을 불과 10여년 만에 획득하여 새로운 건축물을 건립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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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륭사 금당’과 ‘오층탑’의 처마를 살펴보면 부연을 

사용하지 않은 홑처마가 설치되어 있다(그림 2). 또한 비

슷한 시기인 706년 건립된 것으로 여겨지는 ‘법기사(法

起寺) 삼층탑’의 경우에도 역시 홑처마로 부연은 사용하

지 않고 있다(그림 3). 이에 반해 비조(飛鳥) 지역으로부

터 이건(移建)되었다는 의견이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

로 나라(奈良)15 지역의 평성경(平城京) 천도(遷都) 때인 

730년에 신축되었다고 하는 ‘약사사(薬師寺) 동탑’의 처

마에는 부연이 사용된 겹처마가 설치되어 있으며(그림 

4), 이보다 조금 늦은 시기의 ‘당초제사(唐招提寺) 강당’과  

8세기 후반에 건립된 것으로 여겨지는 ‘당초제사 금당’ 역

시 부연을 사용한 겹처마를 가지고 있다(그림 5).  

이를 통해 ‘법륭사 금당’과 ‘오층탑’의 건립 시기인 7세

기 초에서 약사사 건립 시기인 8세기 초 사이에 기술적 변

화 혹은 양식적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추론할 수 있다. 또

한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 건축 기술을 전달하는 시기의 백

제도 동일한 기술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할 수 있으므로 

백제로부터 일본으로 건축 기술이 전해지는 6세기 후반16 

15 본 논문에서는 중국어와 일본어의 한자 독음을 한국어를 기준으로 표기하였으나 나라(奈良)의 경우는 한국에서도 일본어 독음이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예

외적으로 표기하였다.

16 일본의 역사서인 『일본서기』의 내용을 통해 백제로부터 일본으로의 건축 기술은 직접적인 건축 기술자의 파견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다.   

“...寺工太良未太·文賈古子, 鑪盤博士將德白昧淳, 瓦博士麻奈文奴·陽貴文·㥄貴文·昔麻帝彌, 畵工白加...” (『日本書紀』 卷第21 崇峻天皇 元年, 동북아역사넷 http://

contents.nahf.or.kr/item/item.do?levelId=ns.d_0035_0020_0020_0010).

그림 2 일본 법륭사 금당 처마 상세 그림 3 일본 법기사 삼층탑 처마 상세(남창근 촬영)

그림 4 일본 약사사 동탑 처마 상세 그림 5 일본 당초제사 금당 처마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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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宫内穿池造山種花草養珍禽竒獸...”(『三國史記』 新羅本紀 卷第7 文武王條,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무렵의 백제에서는 부연을 사용한 겹처마가 없었거나 일

반적으로 사용되는 기술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에서 현존하는 가장 오랜 건물은 ‘남선사(南

禪寺) 대전(大殿)’이다. 이 건물의 건립 시기는 782년으로 

시기적으로는 ‘법륭사 금당’보다 늦다. 그러나 건립 시기가 

늦음에도 불구하고 이 건물에서는 부연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그림 6). 또한 보다 후대인 857년에 건립된 ‘불광사(佛

光寺) 대전’ 역시 처마는 부연이 사용되지 않은 홑처마이다

(그림 7). 반면 984년에 건립된 ‘독락사(獨樂寺) 관음각(觀

音閣)’의 경우에는 부연을 사용한 겹처마이다(그림 8).

이들 내용을 정리하면 중국의 경우에는 8세기와 9세

기까지도 부연이 사용되지 않는 홑처마의 불교 사원이 건

립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최근까지도 건물의 격

이 높고 낮음에 따라 홑처마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지만 비

교적 격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불교 사원의 중심 건물에

서 부연이 사용되지 않는 것은 일본의 경우와 비교된다.

3. 발굴 유구에 의한 고찰

고대 건축과 관련하여 지금까지 많은 발굴이 이루어

져왔다. 특히 경주·부여를 중심으로 불교 사원과 궁궐 관

련 시설들이 발굴되었으며, 그 결과 불교 사원의 배치, 기

단 구성, 초석의 사용 등이 시대별·지역별로 차이가 있음

을 알게 되었다. 이에 더하여 발굴을 통하여 출토된 각종 

건축 부재들은 건립 당시의 건축 구조를 이해하는 열쇠가 

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수많은 발굴지 가운데 경주 동궁과 월지에서

는 다수의 목부재가 출토되었다. 동궁과 월지는 신라 왕

궁의 별궁터이다. 이와 관련하여 『삼국사기(三國史記)』에 

신라가 삼국을 통일한 후 문무왕 14년(674)에 ‘큰 연못을 

파고 못 가운데에 3개의 섬과 못의 북·동쪽으로 12봉우리

의 산을 만들었으며, 여기에 아름다운 꽃과 나무를 심고 

진귀한 새와 짐승을 길렀다’는 기록이 전해진다.17 1975

년에서 1977년까지 이루어진 발굴조사에 의해 여러 건축 

유구들이 발견되었으며, 그 가운데 제2, 제3 건물지 사이 

연못 바닥면에서 서까래 및 평고대와 함께 부연 부재가 

출토되었다(그림 9). 따라서 이곳 동궁과 월지의 건물들

그림 6 중국 남선사 대전 처마 상세(박지민 촬영) 그림 7 중국 불광사 대전 처마 상세

그림 8 중국 독락사 관음각 처마 상세(서은성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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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폐기된 시기는 정확히 알 수는 없으나 7세기 중·후반

에는 부연이 달린 겹처마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최근 사리장엄이 발견되어 그 건립 시기가 보

다 명확해진 익산 미륵사지의 발굴조사에서도 강당지 동

편으로 일부 목부재가 발견되었다(그림 10). 이는 지붕의 

평고대와 서까래, 부연재 등인 것으로 추정되었다.18 사리

호와 함께 출토된 사리 봉안기의 백제 왕후가 미륵사를 

건립하고 639년에 사리를 봉안하였다19는 기록에 의해 미

륵사지는 7세기 중반에 창건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

서 앞에서 언급한 목부재가 창건 당시의 것인지는 알 수 

없으나 백제 지역에서는 최소 7세기 중반에는 부연이 사

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경주 황룡사지에서는 부연을 장식하였던 것으

로 보이는 부연와가 발굴되었다(그림 11). 사용 시기를 

확정할 수는 없지만 가장 오랜 것으로는 통일신라시기의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20 따라서 앞에서 살펴본 목부재와 

연관시켜볼 때 역시 7세기 중·후반 이후에 부연이 사용되

었을 가능성이 높다.   

4. 기타 유물에 의한 고찰

건축물의 형태를 추정할 수 있는 기타 유물로는 회

화와 조각 등이 있다. 실제 건축물은 아니지만 건축적 요

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의 건축적 모습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자료이다.

그 가운데 백제 시기의 공예품으로 추정되는 부여박

물관 소장의 ‘청동소탑편(靑銅小塔片)’이 있다. 이 유물에

서는 부연을 사용하지 않고 처마를 구성하고 있다(그림 

12). 그러나 이와 유사한 10~11세기에 만들어졌다고 알

18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89, 『미륵사 유적발굴조사보고서 I』, 문화재관리국, p.112.

19 “...我百濟王后...造立伽藍...以己亥年正月廿九日 奉迎舍利...”(국립문화재연구소·전라북도, 2013, 『미륵사지석탑 사리장엄』, pp.20~21).

20 국립문화재연구소·경주시, 2010, 『황룡사 중심곽 출토 유물』, p.173.

그림 9 동궁과 월지 출토 부연(국립문화재연구소·경주시 2020)

그림 10   익산 미륵사지 출토 목부재(문화재관

리국 문화재연구소 1989)

그림 11   황룡사지 출토 부연와

(문화재관리국 문화재연구소 

1984) 

그림 12   부여박물관 소장 청동탑편 3D 스캔 이미지(국립문화재연구소 2009) 
그림 13   금동탑 처마 상세(https:/ /b log.kakaocdn.net/dn/bIsr00/btqCZxt ixU0/

mLm9ltlYeptlMl9uE2or Bk/img.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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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진 ‘금동탑(金銅塔)’(국보 제213호)에서는 부연이 사용

된 것을 볼 수 있다(그림 13). 따라서 시간의 간격이 크기

는 하지만 백제시기와 고려시기의 사이, 즉 7~10세기 사

이 건축적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에는 7세기에 만들어졌을 것으로 

여겨지는 ‘옥충주자(玉蟲廚子)’에서는 부연이 사용되고 

있지 않다(그림 14). 반면 720년경 제작되었다고 여겨지

는 ‘해룡왕사(海龍王寺) 5층소탑’에서는 부연을 사용하여 

겹처마를 구성하고 있다(그림 15). 따라서 일본에서는 7

세기와 8세기 사이에 건축적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짐작

할 수 있다.

그러나 중국의 경우 북제(北齊)시기의 조형물인 기둥

의 상부를 건축물 모양으로 꾸미고 있는 ‘의자혜석주(義慈

惠石柱, 562년)’에서 서까래 위에 부연이 사용되고 있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6). 이를 기준으로 중국의 사례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았다. 당대에 건립된 서안(西安) ‘대안

탑(大雁塔)’의 서문 문미석에 그려져 있는 그림에는 겹처마

가 표현되어 부연을 사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17).

지금까지는 공예품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와 함

께 비록 건축물은 아니지만 고대 건축과 관련하여 참고자

료로 많이 활용하는 것이 돈황석굴(敦煌石窟) 등 석굴에 

그려진 그림 혹은 건축물을 조각으로 표현한 것들이다.21 

21 이 논문에서는 다음의 도서들을 참고하였다.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3, 『중국의 석굴』; 敦煌硏究院, 2001, 『敦煌石窟全集 21 - 建築畵卷』, 商務印書館; 敦煌硏究院, 2003, 『敦煌石窟全集 22 - 石窟建築

卷』, 商務印書館; 龍文文物保管所·北京大學考古系, 1991, 『中國石窟 - 龍門石窟』, 文物出版社; 雲岡石窟文物保管所, 1994, 『中國石窟 - 雲岡石窟』, 文物出版社.

그림 16   중국 의자혜석주 석옥 처마 상세(https://nimg.ws.126.net/?url=http%3A%2F% 

2Fdingyue.ws.126.net%2F2020%2F0516%2Fa2b58e7fj00qaeztp0061d000s6011ip.jpg

&thumbnail=650x2147483647&quality=80&type=jpg)  

그림 17   중국 서안 대안탑 문미석 부조(中國科學院自然科學史硏究所 2016) 

그림 14   일본 옥충주자 처마 상세(https://www.asuAkanet.gr.jp/JPEGs/h_tamamusi.JPEG) 그림 15   일본 해룡왕사 5층소탑 처마 상세(남창근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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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비교적 이른 시기에 건립된 운강석굴(雲崗石窟)

에는 석굴 내부에 다수의 건축물이 부조로 새겨져 있다. 

이 가운데 처마는 대부분 홑처마의 형태를 표현하고 있을 

뿐 부연이 사용되는 겹처마를 표현한 것을 찾아볼 수 없었

다(그림 18). 또한 용문석굴(龍門石窟)에서도 벽감의 입구

를 장식하는 장식 요소로서 일부 건축물을 표현하고 있는

데, 역시 부연이 사용되는 겹처마를 표현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다(그림 19). 한편 돈황석굴은 4세기 이후 1,000년 

이상 오랜 시간에 걸쳐 축조되었기 때문에 시기에 따른 건

축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어 주목된다. 이곳의 건축적 그

림을 살펴보면 수(隋)대 이전 시기의 그림에는 부연이 표

현된 것을 찾아볼 수 없다. 수대의 그림에는 부연이 사용

된 겹처마가 표현된 것이 일부 있으며(그림 20), 당대에 들

어서면 대부분의 그림에서 건물에 겹처마가 표현되어 있

어 부연을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21).

Ⅲ. 부연 사용 시기의 추정 

2장에서 고찰한 문헌, 현존 건물, 발굴 유구, 기타 회

화 및 조각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연 사용 시기를 간단

히 정리하면 <그림 22>와 같다. 

1. 중국에서의 부연 사용

중국에서 가장 이른 시기의 부연 사용 사례로 북제

시기의 ‘의자혜석주’가 있다. 하지만 이는 건축물이 아니

다. 현존하는 건축물로서 가장 먼저 보이는 사례는 984년 

건립된 것으로 생각되는 ‘독락사 관음각’이다. ‘의자혜석

주’와는 시기적으로 상당한 공백이 생긴다. 이 공백기에

는 돈황석굴의 사례가 도움이 된다. 돈황석굴의 건축 그

림에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수대 및 당대의 그림에서 겹

처마가 사용된 사례가 있다. 특히 당대의 그림에서는 거

그림 18   중국 운강석굴 제9굴 전실 북벽 건물 부조 처마 상세(문승현 촬영) 그림 19   중국 용문석굴 고양동 서북 모서리 건물 부조 처마 상세(龍門文物保管所·北

京大學考古系 1991)

그림 20   중국 돈황석굴 380굴 서벽 부분(隋) (燉煌硏究院 2001) 그림 21   중국 돈황석굴 338굴 감실 부분(初唐) (燉煌硏究院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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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모든 건물에서 겹처마의 사례를 볼 수 있다. 이는 송대

에 만들어진 『영조법식』이 당대의 제도를 반영하고 있어 

당대에 부연을 사용하였을 가능성과 부합한다. 

한편 돈황석굴의 건축 그림에서는 수대 이전에 부연

이 사용된 사례를 찾아볼 수 없었는데 이는 ‘의자혜석주’

의 사례와는 상반된다. 따라서 이 상황을 논리적으로 생

각해보면 6세기 중반 북제에는 부연을 사용하여 겹쳐마

를 구성하는 건축 기술이 있었지만 널리 확산되지는 못하

고 수대를 거쳐 7세기인 당대에 이르러서야 보편화되었

다고 추론할 수 있다. 

2. 일본에서의 부연 사용

일본에서의 부연 사용은 조형물로서 720년 제작된 

‘해룡왕사 5층소탑’과 건축물로서 730년 건립된 ‘약사사 

동탑’에서 처음 찾아볼 수 있다. 이 시기는 비조 지역에서 

나라 지역의 평성경으로 도읍을 이전하는 시기와 겹친다. 

이는 백제로부터 불교와 함께 백제 건축 기술자에 의해 

건축 기술이 전래되었던 이전 시기와는 달리 유당사(遺唐

使)를 파견하는 등 당의 문화와 제도 등을 한반도를 거치

지 않고 직접 도입하면서 건축 기술 역시 함께 도입되었

을 가능성이 있다. 이때 부연을 사용하여 겹처마를 구성

하는 기술이 도입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평성경의 조성과 

함께 건립되었던 나라 지역의 ‘약사사 동탑’과 ‘당초제사 

금당’ 등에서 겹처마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에 반해 이전 

시기의 ‘법륭사 금당’과 ‘오층탑’이나 ‘법기사 삼층탑’ 등에

서는 부연을 사용하고 있지 않다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한

다. 더욱이 이 시기는 앞에서 살펴보았듯이 중국에서 부

연을 사용하는 기술이 보편화되는 시기와도 부합한다. 

따라서 일본에서 부연이 사용되는 시기는 평성경이 

조성되는 8세기 전반 무렵부터라고 추정할 수 있다. 

3. 한국에서의 부연 사용

앞 장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미륵사와 황룡사, 동

궁과 월지에서 고고학적 발굴을 통해 부연이 사용되었다

는 것을 알 수는 있었다. 하지만 그 시기를 특정하기는 어

렵다. 왜냐하면 최초 건립 시기인 7세기 이후 고려와 조

선까지 오랜 기간 동안 사찰이 유지되면서 건물들이 수리

되거나 재건축되는 등 변화를 거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부연이 사용된 시기를 확정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여러 가지 간접 자료와 함께 그 시기를 추정

할 수밖에 없다. 

조원창(2020)은 추정 대통사의 발굴조사 시 출토된 

유물을 통해 불전의 지붕과 처마 형식을 검토한 바 있다. 

여기서 그는 발굴된 부연와의 사용 시기를 대통사의 창건 

그림 22 국가별 부연 사용 시기 연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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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인 572년으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그가 함께 언급하

고 있는 바와 같이 그 와례가 동위~북제시기의 것이라면 

오히려 그가 추정의 근거로 삼은 귀면와의 제작 시기보다

는 앞에서 살펴본 중국 부연 사용의 최초 사례인 북제시

기의 ‘의자혜석주’와 연결된다. 더욱이 6세기 백제 위덕왕

대에 북제를 비롯한 북조와의 교류가 고구려와 신라보다 

활발하였다22는 사실이 이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따라

서 겹처마를 구성하기 위하여 부연을 사용하던 북제시기

의 건축 기술은 활발한 교류를 하였던 백제 지역에도 전

파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6세기 후반에 백제로부

터 건축 기술을 전해받은 일본에서 8세기 초 당의 문화를 

직접적으로 수용하는 시기까지 부연을 사용하여 겹처마

를 구성하는 건물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통해 6~7

세기 백제에서의 부연 사용이 아직은 보편화되지 않은 건

축 기술이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한편 신라의 경우에는 백제보다 이른 북제와의 직

접적인 교류 기록23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지 않

았다는 사실24에서 건축 기술의 교류까지 있었는지는 확

실하지 않다. 오히려 황룡사 건립 시 백제 기술자의 참여 

기록25을 통해 일부 백제 건축 기술의 전파를 생각해볼 수 

있다. 혹은 통일 이후 당과의 활발한 교역을 통한 건축 기

술의 유입도 함께 생각해볼 수 있다. 당과의 교역을 통한 

건축 기술의 유입은 이미 중국에서의 일반화된 부연 사용

을 전제로 한다. 이는 『삼국사기』 ‘옥사조’를 통해 살펴보

았던 부연의 사용 시기와도 연결할 수 있다.

Ⅳ. 종합 및 결론

지금까지의 내용을 종합하여 한국에서의 부연 사용 

시기를 추정해보았다. 

부연 사용의 최초 사례는 6세기 중국 북제시기의 ‘의

자혜석주’이다. 하지만 중국의 경우 돈황석굴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부연의 사용은 수대까지는 일반화되지 못하

다가 당대인 7세기에 들어오며 일반적인 건축 기술로 발

전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일본의 경우는 백제로부터 건축 기술을 전수받아 건

축 활동이 이뤄지던 시기인 6~8세기 초에는 주로 부연을 

사용하지 않는 홑처마가 일반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후 당과의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지는 8세기 중반이 되

어서야 이전과는 다른 부연을 사용하여 겹처마를 구성하

는 건축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부연 사용에 있어서 중국과 일본의 특이한 점은 그 

전개 모습이 서로 차이를 보인다는 것이다. 중국의 경우 

북제에서 수·당으로 이어지는 점진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일본은 8세기 중반 이후 전면적으로 부연을 사용

하고 있다. 이는 중국의 경우 시대를 거치면서 국가와 왕

조가 변경되고 그 중심 지역 역시 변경되기 때문에 단기

간에 일관된 건축 기술이 적용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판

단된다. 반면 일본의 경우는 왕조의 변경 없이 단일 국가

로서 단기간에 수도를 새로 조성하며 도입된 건축 기술을 

일관되게 적용하는 것이 가능하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한편 한국에서의 부연 사용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직접적인 증거자료가 부족한 관계로 당시 교류가 활

발하였던 중국·일본과의 상황을 고려하여 간접적으로 추

정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한국 역시 부연을 사용하

여 겹처마를 구성하는 건축 기술이 도입되었을 시기는 삼

국이 서로 대립하며 각각의 문화적 독창성이 드러날 시기

였으며, 문화적 통일성은 결국 신라의 통일 이후에나 가

능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중국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점

진적인 발전 과정을 거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22 박윤선, 2006, 「위덕왕대 백제와 남북조의 관계」, 『역사와 현실』 제61권, pp.87~117.

23 “...遣使北齊朝貢...”(『三國史記』 新羅本紀 卷第4 眞興王條(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24 박윤선, 2006, 위의 논문, pp.87~117.

25 “...乃以寶帛 請於百濟 匠名阿非知 受命而來 經營木石...”(『三國遺事』 卷第3 塔像 第4 皇龍寺九層塔條,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db.history.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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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세기경 백제는 신라의 세력 확장에 따라 이를 견제

하기 위해 중국 북제와 교류하였으며, 이때 당시 북제에

서 사용되던 부연을 사용하여 겹처마를 구성하는 건축 기

술이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 기술은 비슷

한 시기 백제로부터 일본에 전파된 건축 기술에는 사용되

지 않은 것으로 미루어볼 때 일반화되지는 못하였던 것으

로 보인다. 

한편 이후 신라에서는 수·당과의 교류가 활발해지면

서 부연을 사용하여 겹처마를 구성하는 방법이 점차 일반

화되었으며, 7세기 중반 이를 제도화하면서 신분에 따라 

차등을 두어 궁궐 등 고급 건축물 외에는 사용하지 못하

도록 규제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부연 사용이 일반화된 것은 7세기 중반 무렵이라고 추정

할 수 있다. 

종합한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의 경우 6세기 중반 북제에서 처음 부연 

사용이 나타나지만 일반화된 것은 당대인 7세기부터로 

판단된다.

둘째, 일본의 경우 수도를 비조 지역에서 나라 지역

으로 이전하는 8세기 중반 이후 부연 사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중국의 당과 직접적인 문화 교류를 추진하

는 시기와 겹친다.

셋째, 한국의 경우 부연 사용은 6세기 중반 중국 북

제로부터 백제로 도입되었을 가능성이 있으나 일반화되

지는 못하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후 신라 통일기인 7세기 

중반 중국 당과의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면서 보편화되

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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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eginning of the Usage of Buyeon (浮椽) in 
Ancient Korean Archite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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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hape of  the roof  is very important, as it determines the beauty of  the exterior of  Korean wooden 

architecture. In particular, the curve of  the eaves is the most representative of  the characteristics of  Korean wooden 

architecture. Rafters and buyeon (浮椽), flying rafters, create curves for the eaves, and buyeon in particular makes the 

roof  lighter and more dynamic. Although the function and role of  buyeon are already known, nothing is yet clear 

about the beginning of  its use in Korean ancient architecture. Accordingl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termine 

when buyeon was first used in Korean architecture. To this end, I examined various records, buildings, remains, and 

artifacts that have architectural shapes in Korea, China, and Japan. The results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use of  buyeon in China appears during the Northern Qi Dynasty (北齊) in the mid-6th century, but 

became common in the 7th century during the Tang (唐) Dynasty.

Second, the use buyeon in Japan appears in the mid-8th century, when the capital was relocated from Asuka (飛鳥) 

to Nara (奈良). It corresponds with the time that Japan began importing Chinese culture directly.

Third, the use of  buyeon in Korea may have been introduced to Baekje from China in the mid-6th century, but 

it was not common. It is believed that it became common after active exchanges with the Tang Dynasty during the 

Unified Silla Period in the mid-7th cent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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