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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반도의 건축은 1~3 세기 고대 왕국 성립을 계기로 중국건축을 수용하였다. 4 세기 

경에는 중국을 통해 불교가 도입되면서 본격적인 중국건축 문화권에 편입되었다. 이후 

지속적인 중국과의 문화교류에 의해 건축술을 진전시켰다. 때로는 교류의 단절을 

겪으면서 한반도의 토착적인 건축요소를 확대하였다. 

12~13 세기에 고려왕조는 송나라와 활발한 교류를 가졌다. 고려의 승려나 학자들은 

중국에 가서 새로운 학문과 기술을 익혀 돌아왔으며 송나라의 상인들은 고려에서 

상업활동을 전개했다. 특히 이 시기 복건지방의 많은 상인들이 한반도의 서해안 지역에 

진출하였다.  

1308 년에 지어진 수덕사 대웅전 건물은 복건지방 건축의 영향을 받아 이전에 볼 수 

없었던 새로운 요소가 나타난 사례로 꼽힌다. 비록 이 건물 전체의 뼈대는 이전의 

방식을 유지하였지만 공포부분의 세부에는 복건지방의 영향을 받아 새롭게 고안된 

부분들이 확인되었다. 수덕사 대웅전에서 나타난 새로운 요소는 14, 15 세기에는 하나의 

건축 스타일을 형성하였다. 한편 14 세기 한반도에는 원나라의 영향을 받은 또 하나의 

건축 스타일이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14 세기 중엽 중원을 차지한 명나라는 주변 나라와의 자유로운 왕래를 엄격하게 

제한하였다 .중국대륙과 한반도의 문화교류는 이때에 와서 단절을 겪었다. 교류 단절 

이후 한반도의 건축은 더 이상 외부로부터 새로운 자극을 얻지 못하였다. 이 과정에서 

복건지방의 영향을 받았던 건축스타일은 사라졌다. 16 세기 이후 한반도 건축은 이전에 

있었던 건축스타일을 유지하거나 간략하게 하면서 독자적인 건축을 전개해 나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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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rchitecture of the Korean peninsula embraced the Chinese architecture as the 

ancient kingdoms were established in the peninsula from the first to third century. In the 

fourth century, when Buddhism was introduced by China, the peninsula was included in the 

Chinese architectural and cultural spheres. Afterwards, the architecture of Korea was 

developed through the continuous cultural exchanges with China. Sometimes, the severance 

of the exchange was occurred, and Korea expanded its indigenous architectural elements. 

During the twelfth through thirteenth century, the Goreyo dynasty had very active 

interchanges with the Song dynasty. The monks and scholars from Goryeo went to China and 

came back with newly acquired academic trend and technologies, and the merchants of Song 

developed commercial enterprises in Goryeo. Especially a considerable number of merchants 

from the Fujian province advanced to the west coast area of the peninsula.  

Daewungjeon of Sudeok temple, built in 1308, was a good example of a building that 

displays some new elements that never appeared before, the new element that influenced by 

the architecture of the Fujian province. Although the whole frame of the building maintained 

the old method, the details of the bracket sets were identified as the newly designed parts 

that influenced by Fujian. This new element became an architectural style of its own in the 

fourteenth through fifteenth century. Meanwhile, in the fourteenth century, another 

architectural style that influenced by the Yuan dynasty became popular.  

 The Ming dynasty, which ruled the mainland China in the fourteenth century, strictly 

restricted free traveling among the countries near. At this time, the cultural exchanges 

between China and the peninsula experienced severance. After this cessation, the 

architecture of the peninsula was no longer exposed to any new stimulation. In the process of 

it, the Fujian architectural style disappeared, and after the sixteenth century, the architecture 

of the Korean peninsula either maintained existing architectural style, or developed 

originality with simpl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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