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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전통 건축물의 주재료는 목조인 경우가 많다. 

이는 건축물의 많은 구법과 결구 방식들이 석재에 비해 재

료적 특성에서부터 근본적으로 달라짐을 의미한다. 결과

적으로 우리네 전통 건축물을 보면 서구의 석조 건축물에 

비해 사이즈나 높이, 경간(span)의 폭이 재료적 한계로 느

껴지기도 한다. 그러나 현존하는 동아시아의 여러 훌륭한 

전통 목조 건축물들은 이러한 세간의 인식을 가볍게 뛰어

넘는 것들이 많다. 파르테논 신전을 그리스라는 나라에만 

한정해서 해석하지 않듯이, 우리네의 전통 건축물들도 동

아시아의 목조 구법이라는 넒은 틀 안에서 바라봐야 목조 

건축물의 가능성을 살리면서도 현대화의 해법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산서성(山西省) 응현(應縣)의 불궁사석가탑(佛

宮寺釋迦塔)은 1000여년전에 지어졌다.1) 8각형의 평면형

으로 밖에서 보이는 층수가 5층이지만 속에 숨겨진 층수를 

포함하면 총 9층 규모의 거대한 목탑이다. 못을 쓰지 않는 

대신 54가지에 이르는 각종 결구 방식으로 지어졌으며 높

이는 67.3미터에 이른다. 하나의 층고를 3m로 계산하여도 

현대의 아파트 22층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높이인 셈이다. 

더욱이 겉보기만 높게 만든 것이 아니라, 내부에는 불상을 

모신 여러 층들과 꼭대기까지 이어진 계단이 함께 구성되

어 있어 실제로 사람이 오르내릴 수 있는 기능성도 지금까

지 유지하고 있다. 2017년에서야 높이 53미터, 17층짜리 건

물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현대 목조 건축물로써 등장한 사

실은 역설적으로 동양의 천년 목조 건축이 지니고 있는 무

한한 가능성을 느끼게 해준다.2)

이처럼 목재가 지닌, 수직 방향으로써 높이의 가능성

을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수평 방향에 대해서도 살펴보자. 

목재의 특징상 긴 경간(Span)을 확보하는 일은 쉽지 않

다. 더욱이 건물의 규모가 커질수록 목조 건축물의 지붕

은 높아지면서 동시에 무거워지기에, 대규모 공간을 만들

기 위해서는 매우 굵은 나무를 길러내고 치목하는 일이 중

요해지곤 했다. 이마저도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그보다 작

은 보를 여러 겹 겹치거나, 여러 개의 기둥을 묶어 합성하

1) 1056년 요나라 시기에 세워졌다.

2)   The Tall Wood Residence at the University of British 

Columbia in Vancouver, Canada 2019년 3월에는 18층 규

모, 85.4m 높이의 목조 건축물(Mjøsa Tower in Brumunddal, 

Norway)이 완공되었다. 현대 목조 건축물의 경우, 중요 구조 부

위(코어나 슬라브 등)는 콘크리트로 되어 있다. 

건축 잡상 (2) 

전통 목조 건축물의 가능성과 하네기(桔木) 

 

그림 1. 불궁사석가탑(출처: https://en.wikipedia.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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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하네기의 지렛대 원리
(출처: http://www.matsumoto-castle.jp). 

기도 하였다. 즉, 건물의 규모를 키우기 위해서 기존의 기

둥·보 구법을 근간으로 각각의 부재 사이즈를 두껍게 확

보하는 것이 일반적이고도 유일한 방식이었다. 그런데 일

본에서는 15세기경, 기존의 동아시아 목구조 구법과는 역

학적으로 전혀 다르게 작동하는 부재가 등장하게 된다. 지

붕속의 ‘하네기(桔木)’가 그것이다.

전라북도 완주 화암사의 극락전에는 백제계 건축물의 

특징인 ‘하앙(下昻)’ 구조가 국내에서 유일하게 남아 있다. 

하앙은 ‘지붕과 기둥을 연결하는 공포 위에 위치하면서 도

리를 받쳐주는 서까래 방향의 부재로써, 처마를 위로 들어

올려주는 역할’을 하며 중국의 남북조 시대에 백제및 신라 

등으로 전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구조가 일본으로 

넘어가서 변형된 것이 ‘하네기(桔木)’인데, 흥미로운 점은 

‘하앙’이 ‘하네기’로 바뀌면서 지렛대의 원리가 도입되었다

는 것이다. 기둥과 보가 있는 외벽을 중심으로, 안쪽에 위

치한 지붕이 하네기의 끝을 아래로 누르면, 하네기의 반대

쪽 끝은 바깥으로 내민 처마를 자연스럽게 위로 솟구쳐 올

린다. 즉, 지붕 높이가 높아질수록 처마가 많이 뻗어나갈 

수 있으므로 자연스럽게 대규모의 목조 건축물을 만들기

가 용이해졌다. 시간이 흘러, 처마를 외부로 뻗어 올리는 

실제의 구조재(하네기)와 하부에서 미적으로 인식되는 외

장재(서까래)가 개념적으로 분리되기 시작했다. 결국, 지

붕이 비워지면서 내부에는 ‘어른 몸통보다 두꺼운 하네기

가 구조 역할을 하면서 숨어있고, 겉에서는 ‘가늘고 세장

한 형태의 서까래가 장식을 담당’하는 형태로써 ‘이중 지

붕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3) 이를 통해 지붕의 무게를 경감

3)   교토 지은원 어영당 지붕 해체 수리 과정 소개 (https://www.

chion-in.or.jp)

그림 2. 전북 완주 화암사 극락전 하앙 도면
(출처: https://www.chf.or.kr).

그림 3. 전북 완주 화암사 극락전 하앙 사진
(출처: http://www.heritag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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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외벽을 중심으로 적은 부재로써도 건물 처마의 균

형을 이룰 수 있었다. 결과적으로 동일 규격의 기둥·보에 

비해 훨씬 높은 지붕과 멀리 뻗어가는 처마가 가능한 획기

적인 계기가 마련된 것이다. 일본의 전통 목조 건축 부재

가 상대적으로 작은 크기임에도 대규모의 건축물들이 지

어질 수 있었던 이유중 하나이다. 

이에 비해 우리네 전통 건축물의 지붕은 하부에서 보

이는 서까래 부재가 장식과 함께 실제의 구조 역할을 동시

에 담당하고 있다. 또한 외팔보 구조로써 처마 끝이 공중

에 떠있는 서까래 부재들을 고정시키고자, 흙의 적층을 통

해 반대쪽 끝을 무겁게 눌러주는 방식으로 지붕이 구성되

어 있다. 결과적으로 멀리까지 처마가 뻗어나가려면 많은 

흙이 필요하며, 지붕 무게가 증가하므로 이를 지탱하는 기

둥·보 부재 또한 두꺼워질 수 밖에 없게 된다. 결국 충분

히 두꺼운 부재를 확보하지 못한다면, 역설적으로 대규모 

공간의 목조 건축물이 나타날 수 없는 시공 방식인 셈이

다. 즉, 재료 자체의 한계보다는 시공 방식과 부재를 활용

하는 합리적 시각의 차이가 목조 건축물의 가능성에 더 큰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 볼 수 있다. 

1908년경, ‘하네기’ 부재는 창덕궁 인정전 남쪽 및 동쪽 

행각의 지붕 수리 공사시, ‘트러스 양식 구조(Queen Post 

Truss)’와 함께 국내로 유입된다.4) ‘하앙’이 일본에 전해진

지 1500여년만에 ‘하네기’로 변모하여 서양식 ‘트러스’와 함

께 이 땅으로 되돌아온 점이 흥미롭다. 몇 해전 지어진 경

주의 한옥 지붕에서도 ‘하네기’의 간소화된 형태를 볼 수 

있다.5) 내부 공간감을 높이기 위해 한옥 구조의 보를 없애

는 대신에 서까래를 내부로 길게 끌어들인 후, 도리 방향 

부재로써 지붕을 떠받친다는 점에서, 이는 하네기 특유의 

지렛대 원리를 역으로 뒤집어 구성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보았듯이 동아시아의 현존하는 다양한 전통 건축

4) 1907~1910년 창덕궁 중심 공간의 재편, 이규철, 2015

5)   ‘일본 건축가가 만든 한옥 … 보 없앴더니 시원하더라’, 중앙일보, 

20140519

그림 6. 교토 지은원 어영당 지붕속 하네기2
(출처: https://www.chion-in.or.jp).

그림 7.   인정전 남·동 행각 지붕수리 단면도_붉은색: 트러스 구
조/ 파란색: 하네기 (출처:1907~1910년 창덕궁 중심 공간
의 재편, 이규철, 2015).

그림 8 경주 남산동 한옥(아라키카레)의 모습
(출처: http://topclass.chosun.com).

그림 5. 교토 지은원 어영당 지붕속 하네기1
(출처: https://www.chion-in.or.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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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이 지닌 구법과 원리를 통해 목조 건축물의 무한한 가

능성에 대해 살펴볼 수 있었다. 어쩌면 서구의 석조 건축

물들에 비해 목조 건축물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을 재료적 

한계로써 미리 재단하는 것은 아닌지, 또 우리네 전통 건

축 방식으로써만 바라보고 다양한 방식으로 현대화될 수 

있는 요소들을 정형화시킨 것은 아닌지, 한 번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

최근 들어 한옥으로 대표되는 전통 목조 건축물들에 대

한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이는 세계적으로 친환경에 대한 

인식 증대와 함께, 목재에 대한 관심사가 높아지면서 목조 

건축 시장이 성장하고 있는 것과도 궤를 같이 하는 현상이

다. 그럼에도 전통 건축, 혹은 한옥의 현대화가 기존 부재

의 대체나 편의성을 위한 개량·개선에만 머물게 된다면 

목조 건축물의 가능성은 과거의 그 자리에서 늘 머물 수 

밖에 없다. 건물의 구조 방식에 대한 끊임없는 탐구, 합리

적인 부재 사용 방식의 시도 등이 동반되어야만 전통의 훌

륭한 현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목조 건축물의 무한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다양한 목조 건

축물들이 등장하기를 기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