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디자인 심화연구DNA

온돌과 마루

심화연구자 김 상 태한국전통문화학교 전통건축학과( )

CONTENTS

제 부 연구개요1

장 연구의 배경과 문제제기1

장 연구의 목적2

장 연구의 방법과 대상3

장 연구의 내용4

제 부 분석2

장 온돌과 마루의 가치1

절 사상과 의식1

절 디자인요소2

장 온돌과 마루의 배경요소2

절 풍토적 배경1

절 시대적 배경2

절 문화적 배경3

장 온돌과 마루의 개념 및 원리3

절 생활문화1

절 과학 기술적 원리2 ,

절 고유성3

장 디자인 특성과 대표디자인4

절 한국디자인특성1

절 대표디자인2

제 부 종합3

장 조형적 가치1

장 현대적 재해석과 가치2

장 현대적 디자인사례3



제 부1

연구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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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연구의 배경과 문제제기1 .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현대사회는 근대화를 거치면서 서구의 건축문

화의 영향 아래에서 발전해왔다 건축의 배치는 물론 형태 공간구성 구조. , , ,

재료 그리고 시공에 이르기 까지 모든 건축분야가 서구의 형식과 방법론으,

로 진행되어 왔으며 이러한 과정 속에 건축가와 소비자가 모두 수천 년 이,

루어져 내려온 우리의 건축을 잊고 살아왔음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러나 경제적 성장과 더불어 문화가 점차 발전함에 따라 잊고 있었던 우리,

의 옛 문화와 삶의 방식들을 조금씩 찾기 시작한 것은 우리의 정체성 회복에

큰 힘을 불어 넣어 주는 매우 긍정적인 변화라 할 수 있다 이것은 우리의.

한국성을 찾고 그 한국성을 바탕으로 새로운 대한민국의 문화를 창조하려는

새로운 세기 한국문화의 패러다임이 창출되고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21

다.

대장금 과 같은 한류드라마와 전통음식문화는 이미 한국성을 전 세계에‘ ’

알리는 계기가 되었으며 건축분야에서도 세계 엑스포를 통하여 전통건축의,

아름다움과 과학성을 전 세계에 알리게 되었다 특히 전통건축의 분야에서는.

문화재청이 추진하고 있는 전통문화재 보수복원 및 고도의 보존을 위한 특․

별법제정 국토해양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신한옥연구 등을 통해 볼 때 전, ,

통건축의 발전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전통문화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은 수요자인 국민들의 요구가 그 배경으로부

터 시작되었다.

차갑고 생명력이 없는 콘크리트와 철골 너무 투명해 발가벗겨진 우리의 모,

습을 투영한 유리 이러한 현대의 건축 재료는 개인주의와 배금주의가 판치,

는 현대사회를 더욱더 극명하게 표현하는데 앞장을 섰으며 너무나 복잡하고,

황망해진 사회에서 지친 몸을 회복하기 위해 돌아온 현대인들을 더욱 피곤하

게 만들게 하였다 사람들은 이러한 피곤한 현대 삶의 회복을 점차 요구하게.

되었고 그 회복의 근원은 자연의 힘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자연으로의 회, .

복은 천년 이상 우리 건축문화의 근본인 흙과 나무의 건축으로의 향수를 가2

지게 되었고 바로 한옥으로의 관심은 당연한 결과로 여기게 되었다, .

상기와 같은 패러다임의 변화 속에서 자연으로의 향수는 무분별한 회귀를 지

향하고 있었다 무분별한 접근은 다음과 같이 전통건축 분야한옥에서 가. ( ) 3

지의 문제를 만들었고 이에 그 문제제기를 통하여 연구의 분석 틀을 만들고,

자 한다.

전통건축은 전통건축으로만 연구와 복원 보수가 이루어 졌고 실제적인 생, ,

활로의 한옥을 원하는 수요자들은 평당 천만 원 이상을 호가하는 전통한옥으

로의 접근이 어렵기에 보다 저렴한 한옥을 원하기 시작하였다 전통건축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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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적 접근과 실생활로서의 접근의 차이는 전통건축의 현대적 재해석과

적용발전에 큰 문제를 야기 시키게 되었다 그리고 전통건축을 현대에 일반.

적인 건축과 같이 설계 시공하기에는 기존의 전통건축의 와, Library Detail

이 너무나 폐쇄적으로 발전을 하였기 때문에 일반 건축가들이 단순히 도면,

을 복사해서 사용하고 일반 목수들의 기술에만 의존하는 구조적으로 잘못된,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 마지막으로 전통건축의 이론적 원리와 자료의 전문.

화 문제이다 적은 수의 소수 전문가가 그 동안의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엄. ,

청난 양의 연구결과와 자료는 아직 분류와 분석이 완전히 이루어지지 않은

채 현재 사회에서의 급격한 적용과 실행요구로 인하여 준비되지 않은 한옥,

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의 구축 및 분석이 이. Data Base

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한 한옥으로의 전환은 전통건축의 진정성의 문,

제가 발생 할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의 건축의 단상을 보여주고 있는 깍,

두기 같이 개성과 국적이 없는 아파트와 같은 주거문화를 만들게 될 것이다.

장 연구의 목적2 .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와 한국디자인진흥원이 추진하고 있는 한국디자인DNA

발굴구축의 연구 사업으로 수십 년 연구되어지고 축적되어온 전통문화를 체․

계적 분류와 자료화 그리고 활용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본 연구는, .

전통건축에서 온돌과 마루의 분야로 온돌과 마루의 역사 전개와 발전 그, , ,

리고 현대의 응용에 이르는 연구를 통해 우리 주거문화 구성요소의 중심요

소인 온돌과 마루의 디자인적 특성을 밝히고자 한다.

연구목적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온돌과 마루에 담겨진 사상과 의식을 통하여 우리의 미적 가치와 디자인1.

적 요소를 찾고자 한다.

우리나라의 풍토적 배경이 온돌과 마루에 준 영향과 시대적 문화적 배경2. ,

을 통하여 온돌과 마루의 발전에 대하여 연구한다 그 연구는 우리나라 전통.

주거의 발전과 그 맥을 같이 하므로 전통주거의 발전과 비교분석을 통하여

주거의 발전도 더불어 고찰한다.

온돌과 마루와 생활문화의 상관관계 그리고 온돌과 마루에 담겨진 과학3. ,

적 기술적 원리 발굴 그리고 다른 나라와의 비교를 통한 온돌과 마루의 독, ,

자성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디자인 특성 개념을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온돌과 마루에서 나타나는 우리의 디자인 요소와 조형의식을4.

통한 현대의 디자인의 재해석에 대하여 연구를 하며 그 연구를 통하여 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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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의 현대로의 계승과 현대에서의 우리의 정체성 즉 한국성에 대한 개,

념정립을 유도하고자 한다.

장 연구의 방법과 대상3 .

본 연구의 방법은 상기의 목적에 따라 모두 단계로 이루어 졌으며 분석인4 ,

자들을 세분화하여 각 단계별로 흐름에 맞추어 분석의 재료로써 적용한다. 1

단계는 자료수집과 기초조사단계 단계는 조사대상 및 자료에 대한 분석을, 2

분류하여 체계화하고 단계는 분류된 차 자료와 개념을 특성을 유추하기, 3 2

위한 구성원리 도출 및 공간구성분석을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단계는 분석. 4

의 틀에 의한 분석된 여러 요소의 특성을 도출한다 그 연구의 방법과 과정.

은 다음의 표와 같다.

단계
사회 문화∙

연구
건축연구

사상 의식∙

연구
문헌연구

단계1

역사적

사실과

당시의

시대연구

사례조사 및 선행

연구조사 건축적,

기초조사

시대적 사상연구

및 관련 의식의

기초연구

기초 문헌

연구

▼ ▼ ▼ ▼

단계2

풍토적배경과

시대적,

문화적배경

연구

▶

온돌과 마루의전개

및 배치 형식

분류

유교와 불교,

전통신앙의

성격규명 및 개념

관련문헌의

건축적 Text

도출

▼ ▼ ▼

단계3

온돌과 마루의

개념과 원리 및

과학 기술분석,

◀

사상의식의․

개념에 따른 형식

도출

◀

문헌에 따른

건축형식

도출

▼ ▼

단계4
온돌과 마루의

디자인 특성도출
◀

적용 사상 및

의식에 대한

특성요소

▼

온돌과 마루의 대표디자인 선정과 현대적 재해석

표 연구의 방법과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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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대상 시기는 역사이전 시대인 선사시대로부터 현대에 이르기 까지 이

며 온돌과 마루가 만나는 조선시대를 중점으로 그 연구의 시대적 대상으로,

한다 온돌과 마루에 대한 건축대상은 선사시대 온돌유적지로부터 시작하여.

고대 중세 그리고 근세에 이르는 전통건축유적 및 유구를 그 대상으로 하, ,

였으며 현대에서는 온돌과 마루를 현대적 해석으로 재해석하였던 대표적 건,

축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인문조사는 온돌에 대한 문헌이 있는 구당서 등.

관련 역사서와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실록 동국여지승람 등의 지리서 등을,

연구하였으며 고구려 벽화고분 공예품 등 온돌과 마루가 표현된 미술공예, ,

품 또한 연구의 대상으로 하였다 그리고 현대온돌에 대한 연구를 위해 동양.

에서 서양으로 또 서양에서 동양으로의 전파에 대한 연구를 위해 서양의 건,

축가와 건축도 그 연구대상으로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대상 및 조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연구 및 조사 시기 : 2010. 10. 1 2010. 11. 14～￭

건축 조사 대상￭

유적 두만강 서포항유적 황해도 지탑리유적 함경북도 회령 동 유- : , , 5

적 호 집터 강원도 춘천시 중도유적 제 호 주거지 수원 서둔동 주8 , 1, 2 ,

거지 북창 대평리 제 호 집터 집안 동대자 건물지 유적 부소산성내, 2 , ,

제 건물지 발해 상경용천부 유적 궁성 침전터과 동경성 제 궁전터 회암3 , 5 ,

사지

건축 감은사지 실상사 백장암 층석탑 맹씨행단 경주 양동마을 안- : , 3 , , ,

동하회마을 오죽헌 정여창고택 흥국사 칠불암 아자방 추사고택 어명, , , , , ,

기가옥 경복궁 창덕궁 경회루 소쇄원 중국 운강석굴 일본 부경 삼하, , , , , , ,

리주택 수졸당 라궁 가나아트센터, , ,

미술 집안 마선구 호분 벽화 안악 제 호분 일명 동수묘의 부엌간- : 1 , 3 ,

벽화 민씨 회근연도 병풍, 彛 彜

건축 조사 내용￭

현황조사 보고서의 배치 도면의 현황 및 치수확인- :

건물실측 보고서에 실측도면이 없는 가람에 대한 배치실측- :

유구확인 사지의 경우 초석 석불좌 지대석 석탑 석등 등의 유구- : , , , ,

조사

도면수집 보고서 및 실측보고서 간행물 등을 통하여 수집- : ,

인문조사내용￭

시대배경조사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학위논문 및 학술보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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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학회논문 및 학술대회 발표 간행물 국정교과서 검토, Article, ,

역사적 흐름 역사서삼국사기 삼국유사 진서 구당서 신당서 등- : ( , , , , ),

지리서신증동국여지승람 및 고서고려도경 최자의 보한집 이규보의 동( ) ( , ,

국이상국집 이제현의 익재난고 최세진의 훈몽자회 어숙권의 패관잡기, , , ,

이태호의 탐라지 김안로의 용선담록기 등 역사 관련 간행물 및 관련 학, )

위논문 참고

온돌과 마루의 인문사항 역사서 및 발굴보고서 실측보고서 사적- : , ,

기 간행물 향토지 등 검토, ,

미술사적 연구 미술사관련 학위논문 및 학술보고서 학술대회 발표- : ,

간행물 검토Article,

장 연구의 내용4 .

본 연구는 온돌과 마루의 개념과 원리 과학 기술 분석을 통한 디자인특성, ,

도출과 온돌과 마루의 현대적 재해석과 조형원리의 적용이라는 목적에 따른

연구의 순차적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

부는 연구에 대한 서론 및 개요로 온돌과 마루의 연구를 위한 배경과 문제1

제기를 통해 연구 목적을 제시하며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단계의 연, 4

구방법과 인문 건축의 조사내용 및 연구의 대상을 선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

연구에 결과에 대한 내용을 함축적인 초록으로 만들어 이해를 돕고자 한다.

부는 연구의 분석으로 장은 온돌과 마루의 가치에 대한 연구를 하였는데2 1 ,

내용으로는 사상 의식 디자인요소에 대한 분석을 시행하였다 온돌과 마루, , .

에 적용되는 사상인 유교와 불교 토착신앙 등 다양한 신앙사상과 그 신앙체,

계에 따른 주자가례와 국조오례의에 따른 유교적 제례의식 요잡례와 오체투,

지의 불교 예불의식에 대한 연구분석을 하였으며 온돌과 마루의 가치에 대한,

열림과 닫힘 굴뚝 패턴 등의 디자인요소를 추출하였다, , .

장에서는 온돌과 마루의 배경요소로서 풍토 및 지리적 배경인 북부와 남부2

의 특성 그리고 온돌과 마루가 만나는 중부지방의 특성에 대하여 조사하였,

고 시대적인 역사적 배경으로 선사시대의 유적과 문헌 고구려의 벽화고분, , ,

고려와 조선의 문헌연구 및 유적 유구 건축연구를 하였다 마지막으로 문화, .

적 배경에 대하여 연구하였는데 상류사회의 마루문화와 하류사회의 온돌문화,

가 각 문화별 발전과 함께 융합 발전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도 함께 진행하였,

다.

장에서는 온돌과 마루의 개념과 원리로 좌식의 생활문화에 따른 온돌과 마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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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의 발전에 대하여 기술하였으며 온돌이 가지는 과학적 원리인 대류현상, ,

축열 방식 그리고 마루의 공기순화방식과 함께 대표적 온돌방인 아자방과 화,

로의 시공에 따른 기술적 방식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온돌과 마루

의 발전에 따른 한국의 고유문화인 다락과 미국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온돌인식과 현대 온돌의 적용에 대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장에서는 온돌과 마루의 디자인특성과 대표디자인에 대한 내용으로 한국의4 ,

디자인특성에는 위계 의 상징성인 마루의 칸 대청 부뚜막과 안(Hierarchy) 3 ,

방을 통하여 생명의 연속성 자연과 인공의 어울림 을(Continuity), (Harmony)

굴뚝의 재료와 디자인을 통하여 추출했으며 마지막으로 난간의 디자인이 가,

지는 정 과 동 의 상징성 을 도출하였다 즉 위계( ) ( ) (Symbolism) .靜 動

연속성 어울림 상징성 의(Hierarchy), (Continuity), (Harmony), (Symbolism)

가지 특성을 연구를 통하여 추출하였다4 .

이러한 가지 특성을 바탕으로 마루 온돌 마루와 온돌의 공통으로 적용되는4 , ,

대표디자인 선을 선정하였는데 천문사상을 바탕으로 한 우주와 자연을 담4 ,

고 무릉도원의 신선공간을 형상화 한 마루건축의 경회루 가장 오랜, ( ),慶會樓

시간의 따뜻함을 간직한 과학과 기술력을 보여주는 온돌의 건축인 칠불암 아

자방 온돌과 마루를 동시에 수용했지만 배경 사상과 지형에 따라 전( ),亞字房

혀 다른 평면을 보여주는 원림건축인 소쇄원 의 광풍각과 제월당 그( ) ,瀟灑園

리고 궁궐의 주거건축이면서 칸 대청과 자연을 형상화한 굴뚝 디자인으로3

대표적인 교태전 을 그 대상의 마지막으로 하였다( ) .交泰殿

마지막으로 부에서는 연구의 종합편으로 장에서는 온돌과 마루의 조형적3 1

가치를 찾고 그 가치를 어떠한 방법과 내용으로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해,

법을 찾고자 하였으며 장에서는 온돌과 마루의 현대에서의 재해석의 방법과, 2

현대적 디자인요소들의 추출을 통한 적용 그리고 적용에 따른 문화적 디자, ,

인적 가치는 무엇인가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장에서는 전통의 온. 3

돌과 마루의 기능과 디자인적 요소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대표적인 디자인사

례로 류춘수의 삼하리주택 승효상의 수졸당 조정구의 라궁 그리고 미셀 빌, , ,

모트의 가나아트센터를 그 대상으로 선정하였으며 그 대상 건축에 대한 분석,

을 통하여 현대적 재해석과 적용에 대한 다양한 방법론을 찾고자 하였다.



제 부2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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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온돌과 마루의 가치1 .

사상과 의식1_

한국의 조선시대 주택은 유교 윤리를 실천하는 공간이었다 유교윤리는.

주택의 배치나 평면구성에 영향을 미쳐 가묘를 설치하도록 하였으며 특,

히 조선 중기 이후 성리학적 사회윤리와 예제가 사회 전반에 정착하면서

나타난 가묘 건립의 보편화와 유교적 관혼상제는 주택의 배치와 공간구

성에 큰 영향을 미쳤다 예제의 정착기에는 가례를 충실히 반영한 반가.

가 건축되었으나 예제가 가치를 잃어가던 조선후기에는 이전시기( )班家

의 전형이 해체되는 변화를 보인다.1)

관례의 공간으로서는 대청이나 사당 등을 예로 들 수 있는데 남자아이가, 1

세에 관례를 행하고 그 때부터 한 사람의 성인으로 대우할 때 사랑방5 20 ,～

이나 사랑대청에서 여자는 쪽을 지고 비녀를 꽂아주는 계례를 행할 때 안방,

이나 안채 대청에서 그 행사를 치른다.2)

관혼상제 사례 중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제례 와 상례 이( ) ( ) ( )四禮 祭禮 喪禮

며 그 중에서도 매년 반복되는 제례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 조선 중기 이, .

후 반가의 대청은 제례를 비롯한 각종 의례공간으로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하

였다 세기 이후 반가의 사당은 제례와 의례의 중심장소로 중시되었다. 16 .

대청에서의 제례1. 유교의 제사2.

주택 건축 시 먼저 칸 사당을 짓되 그 위치는 정침의 동쪽에 두도록 했으3 ,

며 사당의 위치는 전체 배치계획과 정침의 평면구성에 영향을 미쳤다 가례, .

서의 행례공간이 정침인 경우 반가에서는 안채가 청사인 경우는 사랑채가 행,

례의 공간으로 사용되었으며 조선 중기이후 사랑채가 관혼상제를 실천하는,

중심공간이 되면서 공간적으로 분화 확대되는 변화를 보였다 특히 조선후기.

에는 의례공간이 사랑채로 옮겨가면서 사랑채가 증축되거나 별동의 반정이 건

축된다.

1) 이호열 조선시대 관혼상제와 주거 공간 건축역사연구 통권 호, , 57 , 2008

2) 이호열 위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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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형 주택에서 정침 중앙에 의례공간인 칸 대청을 두고 그 좌우 실을 대3ㅁ

칭적으로 구성한 형태는 예제를 반영한 결과이다 조선후기에는 주생활 변화.

에 대응하여 대청이 한편에 치우친 형태의 비대칭형 자형 주택이 많이 나ㅁ

타나며 이는 양반사대부들의 사유체계와 예제에 대한 인식의 변화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3)

성리학자들은 온돌방에서 정좌를 하였다 유교의 정좌는 병을 깨끗한 물로 채.

우는 것과 비교할 수 있는데 주돈이, ( )周敦頤 4)가 말하는 주정( )主靜 5)과 정이

천( )程頤 6)이 말하는 주일무적( )主一無適 7)의 정신이 바로 사방이 흰 종이로

둘러싸인 온돌방에서 이루어진다 이곳에서 스스로 삼가고 조심하는 욕심을. ,

없애고 순수함을 보존하는 경 사상이 실현되는 것이다‘ ’ .

예 라는 글자를 살펴보면 관련된 연구에서 나무로 만든 제기인 위에 제‘ ’ , 豆

물을 올려놓은 글자로 을 담는 그릇으로 보기도 하고 술잔으로 보기도 하,玉

지만 앞에 바치는 제물이라는 점에는 공통된 의견을 갖는다, .神 8) 이처럼 신

앞에 복을 빈다는 뜻으로 종교적 행위가 포함되어 있을뿐더러 나아가 높은,

곳에 격식을 차린다는 뜻이 담겨져 있다 이는 스스로를 수양하는 방법의 일.

부인데 높은 곳을 뜻하는 단어인 마루 의 뜻에서 알 수 있듯이 예로부터, ‘ ’ ,

마루는 높은 곳을 상징해왔고 예를 위한 의식도 대부분 이곳에서 치러졌다.

안동 충효당 온돌방의 모습3. 도산서당의 경과 예의 공간4.

3) 이호열 위 자료,

4) 중국 송나라의 유학자 도가사상의 영향을 받고 새로운 유교이론을, 1017 1073, .周敦 ～頤

창시하였다 세계는 태극 음양 오행 남녀 만물의 순서로 구성된다고 하였다 또 도덕과. -> -> -> -> . ,

윤리를 강조하고 우주생성 원리와 인간의 도덕원리는 같다고 하였다.

5) 구체적 생각이나 감정이 드러나기 이전에 마음의 흔들림 없는 고요한 상태 이 상태를, .主靜

지켜나가는 것.

6) 호는 중국 북송 중기의 유학자 형 정호 와 함께, 1033 1107, , ( ) . ( )程 伊川 北宋 程顥～頤

주돈이에게 배웠고 형과 아울러 이정자 라 불리며 정주학 의 창시자로 알려졌다, ‘ ( )’ ( ) .二程子 程朱學

이기이원론 의 철학을 수립하여 큰 업적을 남겼다‘ ( )’ .理氣二元論

7) 마음을 한 곳에 집중하여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는 것, .主一無適

8) 이혜연 유교의 예사상연구 논어를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석사논문, : , ,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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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교의 경과 예 사상이 가장 잘 적용된 사례는 안동 도산서원에 있는 도산서

당이다 유교에서는 위정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며 유학이 실현하고자 하는.

진리 구현의 방식으로 수기치인( )修己治人 9)을 말하고 있다 내 몸을 우선 닦.

고 다른 사람을 교화한다는 내용으로 수기 는 경 사상을 치인 은( ) ( ) ( )修己 敬 治人

예 사상을 담고 있다 수기치인을 이상으로 삼았던 퇴계 이황은 고향에 도( ) .禮

산서당을 지으면서 자신이 생각하고 행동해야 하는 중심사상을 그 건축의 공

간에 이입을 시켰다 그림 를 보면 건물 가운데에 위치한 완락재 는. 4 ( )玩樂齊

온돌방으로 자신이 거처하면서 스스로 조심하며 삼가는 경 의 공간이며, ( ) ,敬

오른쪽 마루는 암서헌 으로 제자와 함께 유교의 예를 나누며 수학하는( )巖栖軒

예 의 공간이다 바로 퇴계 이황은 경의 공간인 완락재에서 수기 를( ) . ( )禮 修己

하였고 예의 공간인 암서헌에서 치인 을 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 ) .治人

불교가 삼국시대에 전래되어온 이후 많은 사찰이 조성되어 왔고 주불전은 사

찰 내에 건립된 건물들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져 왔다 주불전은 불상과.

불상을 모시는 불단을 안치하고 불교 의례를 수행하는 의식의 공간이다 삼국.

시대 이후 오랜 기간 동안 주불전의 평면의 중심부에 있는 내진주 사이 즉,

주불전 평면의 중심에 불단을 설치해왔다 그리고 사람은 불전의 중심에 있는.

불상을 향한 의례를 행하여 왔으므로 주불전은 불상 중심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불교 의례

및 불상의 종교적 의미10)가

변하여 불단 앞의 공간은 종교적

상징을 위한 공간에서 사람이

사용하는 공간으로써 점점 더

중요시 하게 되었다 이것은.

주불전의 내부공간이 불상중심의

공간에서 의례를 행하는 사람

중심의 공간으로 변화해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런 변화는 사용하기 편리하게.

불단 앞의 공간을 확장하고자 불단 위치를 불전 배면으로 이동시키는 경향을

만들었다.11)

9) 자신의 몸과 마음을 닦은 후에 남을 다스림 주희 의 대학장구서. ( ) ( )朱熹 大學章句序

10) 이정국 고대 및 중세의 불전의 이용방식에 관한 연구 건축역사연구 통권 호 에서는, , 34 , 2003

불전 내부에서의 불교의례를 구분하면 불단을 중심으로 주변을 도는 의례인 요잡례 와( )繞 禮匝

불단의 앞에서 행하는 기도 합장 염불 등의 배례 로 나누어 공간의 활용에 대한 고려를, , ( )拜禮

하였다.

허상호 조선시대 불탁 장엄 연구 동국대 석사논문 에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불전, , , 2002

내부에서의 행해지는 의례에서 요잡례는 줄어들고 배례가 점차 강화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11) 안대환 김성우 사찰 주불전에서 불단 위치와 마루귀틀배열의 상관성에 관한 연구, , ,

불당에서의 예불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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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한 생활공간도 아닌 완전한 입식공간도 아닌 마루는 여기서 수양 공간, ,

경배공간의 일부로 자리 잡게 된다.

이러한 불교건축 공간의 변화는 가지의 불교의식에 따른 것으로 불교초기에2

행해졌던 요잡 례 즉 불상 혹은 탑의 둘레를 돌면서 기도하는 행위와( ) ,繞匝

조선 중기이후 발전한 오체투지 라고 하는 예불로 두 무릎과 두 팔( ) ,五體投地

그리고 머리를 땅에 대고 하는 절이다 요잡과 예불의 발전은 예례를 위한 불.

전 건축이 외부공간에서 내부공간으로의 이동을 말하며 사찰 불전이 마루로,

바뀌게 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되었다.

한국의 온돌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아궁이와 부뚜막인데 이는 난방과 취,

사의 기능이 한데 결합한 형태이다 옛 조상들은 집안 곳곳에 신이 깃들어 있.

다고 믿었고 온돌의 불기운이 시작되는 곳 바로 부엌에도 신이 있다고 믿었, ,

다 조왕신 은 부엌을 맡고 있는 신으로 불의신이라고 믿어왔다. ( ) , .王神竈

부뚜막을 짓는 일을 신성시하여 산림경제 에서는 먼저 땅 맨 위 촌( ) 5山林經濟

을 버리고 그 아래 깨끗한 흙을 취하여 정화수 춘수 미주 돼지 간을 진( ) , , ,寸

흙과 함께 섞어서 새 벽돌이나 고운 흙으로 지으니 재료인 흙에 있어서도 아,

무런 흙을 쓰지 않았으며 다른 곳특히 우물을 짓다 남은 흙으로 짓지 않아, ( )

야 길하다 하였다.12) 또 부뚜막을 새로 지은 뒤에는 반드시 길일을 택하여,

제사를 지내면 부를 누리며 월 정사 일에 제사 지내면 역시 부를 누리, 4 ( )丁巳

며 정월 사축 일에 흰 닭으로 제사 지내면 누에치는데 좋다고 하였다( ) .巳丑

이렇게 만들어진 부뚜막이 있는 부엌에서는 성주신, 13)에게 빌듯이 조왕상을

차려 놓고 집안이 잘 되게 해달라고 빌,

었다 특히 부녀자들은 새벽에 부뚜막에.

정안수를 떠놓고 집안의 무사함을 빌기

도 하였다 신성하게 여겨지는 불과 물을.

동시에 사용하는 부엌은 조왕신을 화신

수신 재물신 등으( ), ( ), ( )火神 水神 財物神

로 모시면서 정신과 영혼을 깨끗하게 하

는 종교적 정화력 의 중심이 되었( )淨化力

다 아궁이의 불을 꺼뜨리면 안 된다거나.

이사 갈 때 집의 불씨를 가져간다거나

부뚜막에 걸터앉으면 안 되는 금기사항

들도 보이고 있다.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 권 제 호26 6 , 2010

12) 주남철 온돌의 역사 설비공사 통권 제 호 대한설비건설협회, , 3 , , 1990

13) 가내의 평안과 부귀를 관장하는 최고의 가택신으로 성조 성주대감, ,成主神

정여창고택의 성주단지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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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요소2_

열림과 닫힘1)

온돌과 마루는 항상 거의 모든 성격에 있어서 상반되는 것을 가지고 있다 공.

간의 입면구성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데 온돌방을 닫힘으로 본다면 마루는,

열림으로 볼 수 있다.

사방이 벽으로 둘러싸여 문으로 출입이 가능했던 온돌방은 문을 전부 개방해

도 실외와는 확연히 다른 실내 공기의 온도와 색채가 영역성을 구분하기도 한

다 반면 마루는 문이 달려있더라도 전부 개방했을 때 좀처럼 닫혀있다는 느. ,

낌을 받기 힘들다 방 의 구역성이 확고하기 때문이다.‘ ’ .

안동 충효당의 방과 대청7. 담양 소쇄원 광풍각8.

온돌방은 닫혀있을 때 그 가치를 발휘한다 보온 난방이라는 기능을 염두에. ,

두면 닫혀있을 때 그 역할을 하는데 이는 아궁이부터 굴뚝까지도 적용된다, .

온돌을 까는 데 있어서 갈라지거나 벌어진 틈이 있다면 불길을 온전히 잡아주

지 못하여 열기가 새어나간다 또한 실내로 연기가 유입될 수 있다 아궁이. .

도 굴뚝도 필요이외의 열린 틈이 있다면 그 역할을 온전히 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온돌은 온돌방을 이루는 모든 구성요소들이 닫힘 의 상태가. ‘ ’

되어야만 제 역할을 하게 된다.

반면에 마루는 집안의 공기 순환에 일조를 한다 열려있는 상태가 되어야지만.

공기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유도할 수 있는데 집 전체에서 벽체가 거의 없거,

나 입면구성에서 보이드 로 나타나게 되는 상태 혹은 지면에서 떨어져(void) ,

마룻바닥 밑 부분이 비어있는 상태도 그러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마루 밑의.

공간은 그곳의 습기나 머물러있는 공기를 순환시켜 마루의 상태와 밑에 보관

한 물건들의 상태를 유지시킨다.

마루를 구성하는 평면적 요소는 귀틀과 청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청판은,

처음에 딱 맞게 설치를 했다고 할지라도 나무가 수축되면서 틈이 생기기 마련



15

이다 가설마루의 경우는 일부러 틈을 널찍이 두고 설치하는데 공기의 순환. ,

을 원활히 할뿐더러 잘 짜인 본래의 마루보다 가벼워서 이동이 용이하거나,

위계가 낮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함이다 도산서당의 가설마루가 그 모습을 잘.

보여준다.

외부공간의 일부이기도 한 마루는 언제나 마당을 향해서 열려있다 마루는 마.

당에서 일어나는 행위를 통제하고 실내에서 외부공간으로 가는 연장선의 처음

에 위치해있다 때문에 열림 이 그 기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 ’ .

굴뚝2)

온돌과 함께 생겨난 굴뚝은 초기에는 단순히 구들 내부의 열적 순환을 위하여

연기를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였다가 점점 장식이나 풍류적 기능을 하게 되었

다.

굴뚝은 간이형 독립형 복합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간이형 굴뚝은 본격, , .

적인 굴뚝의 전단계로서 처마 밑에 간단한 구멍을 뚫거나 툇마루 밑에 구멍을

내어 배기하는 것으로 민가의 굴뚝은 대부분 간이형에 속했다 독립형 굴뚝은.

건물 벽에서 척 정도 떨어진 곳에 연도를 땅 속으로 매입하여 독립적으5 6～

로 굴뚝을 세운 것으로 벽돌을 쌓아올려 기와를 덮고 연가를 얹어 완성하였

다 복합형 굴뚝은 담장의 일부가 굴뚝의 역할을 하거나 방벽이 굴뚝의 역할.

을 하는 형식으로 궁궐의 전각에는 건물 뒤편 후원과 함께 여러 개의 굴뚝이

어우러진 경우도 있다.14)

하회마을 북촌댁 굴뚝10. 하회마을 양진당 굴뚝11.

지역적으로 보면 굴뚝의 높이는 남부지방으로 내려올수록 낮아지는데 난방이,

중요한 북쪽에서는 많은 열을 내도록 굴뚝이 높고 취사가 위주인 남쪽지방에,

서는 굴뚝을 높이 올릴 필요를 느끼지 못해서 낮게 하거나 없앤 것으로 보인

14) 김광우 여명석 온돌난방의 변천과 현황 설비공조 냉동 위생한국설비기술협회지 제 권, , , | ( ) 19 ,

호 학술논문2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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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15) 때로는 기단에 굴뚝을 내기도 하는데 연기가 바닥에 깔리게 함으로써,

운치를 즐기려는 의도도 있었다.

굴뚝을 쌓는 재료로는 담장과 그 패턴을 같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대부분이,

기와와 흙을 이용하여 쌓았다 궁궐의 굴뚝은 주로 전을 이용하여 치장을 하.

며 벽사나 기복의 무늬를 찍은 전을 중심으로 문양을 넣는다 특히 자경전의, .

십장생 굴뚝은 마치 벽화처럼 미장을 하여 복합형 굴뚝 치장의 극을 이루었

다 일반주택에서는 투박하면서도 간소하게 굴뚝을 쌓았는데 주로 흙과 돌을. ,

이용해서 꾸몄다 현대에 이르러 사찰에서는 일부 해학적인 모습을 한 굴뚝도.

보이는데 근래에 축조된 것이기는 하지만 현대에 굴뚝의 치장을 디자인 요소,

로 사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경복궁 자경전의 굴뚝12. 선교장의 간소한 굴뚝13.

패턴3)

구들과 마룻바닥은 일정한 패턴이 있다 구들의 패턴은 어떻게 얼마나 열기를.

잘 전달 할 것이냐는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아가면서 나타난다 고래 둑과 고.

래의 입체감으로 형성되는 구들의 패턴은 줄고래 허튼고래 혼용고래 등으로, ,

나뉘어 다양하게 나타난다.

마루의 패턴은 귀틀과 청판이 놓이는 간격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장귀틀과 동귀틀이 직사각형 틀을 이루고 그 사이에 끼워진 청판들이 세로 줄

을 형성하면서 만들어진다 이러한 패턴들은 대개 구조적인 문제에 영향을 받.

기 때문에 비례가 거의 일정하게 나타난다 기둥을 이어주는 장귀틀과 그 사.

이를 분할하여 마룻바닥을 만드는 동귀틀과 청판은 이미 집의 칸의 너비나 공

간의 크기에 영향을 받아 나타는 한국식 비례의 패턴이라고 할 수 있다.

15) 김광우 여명석 위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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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 고래의 다양한 배치14.

마루의 구조15. 한국의 우물마루정여창고택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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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온돌과 마루의 배경요소2 .

풍토적 배경1_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북쪽과 남쪽의 기후 차이도 뚜렷이 나타난다.

온돌은 북방에서 유입된 문화로 보고 우리나라에서는 구들이라 불릴 만한 것

이 북옥저와 몽고의 영향을 받은 고구려가 시초라고 본다.16)

온돌은 구들이라고도 하는데 구들 이란 구운 돌 의 준말이라고 한다 처,‘ ’ ‘ ’ .

음에는 쪽구들로 시작하여 후에 방 전면에 구들이 놓기에 되는데 방 전면에

구들이 놓이는 것은 우리나라 고유의 온돌방의 모습이다 북부아시아에서는.

아직도 입식생활에 쪽구들이 발달한 것을 볼 수 있다.

투루판의 위구르인들의 쪽구들17.

온돌을 까는 방식이 남하하면서 온돌이 주는 보온과 건강에 관한 효과들이 알

려지고 점차 불을 이용하는 기능이 합쳐져 부뚜막에서는 난방과 취사의 기능‘

합일 이 온돌방과 부엌에서는 난방과 취사의 공간 분리 가 시도되었다’ , ‘ ’ .

춥고 상대적으로 나무가 적은 북방에서 흔한 돌과 흙으로 열기를 보존하는 구

들이 나타난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로 남하하면서,

본격적으로 구들의 자리가 커지는 것은 차적으로는 개마고원이하의 풍부한1

땔깜 때문이 아닌가 한다.

열기와 불길을 적은 화력으로 오랫동안 가두는 방식이 수없이 많은 시도들 가

운데 생겨나고 그렇게 온돌이 발달되면서 내려오는 동안 한반도의 남쪽에서,

16) 김광우 여명석 위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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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뒤 늦게 화덕에서 구들로의 변화가 시작된다.

남쪽은 습하고 더운 기후임과 동시에 나

무가 잘 자라는 환경이다 때문에 주로.

나무를 이용한 주거 형태가 발달하면서

습기가 없고 시원한 생활을 추구하다 보

니 자연스레 고상식 주거가 발( )高上式

달한다.

신라의 가형토기 에서 잘 나타( )家形土器

나는데 흙이나 돌보다는 가볍고 구조체

를 만들기 간단하여 지면에서 쉽게 떨어

질 수 있었다 사람이 고상식 주거에서.

생활을 하려면 바닥이 있어야 하는데 이

바닥이 마루의 초기형태라고 볼 수 있

다 나무로 짠 고상식 주거의 바닥은 습.

기와 더위를 해결해 줄 수 있기 때문이

다 남부아시아에서 수상주거나 고상주.

거가 많이 발달한 것을 예로 들 수 있

다.

신라의 가형토기 은 창고로 추정되며1

남방으로부터 전래되었을 가능성도 있

다 고구려에도 이와 비슷한 부경. ( )京桴

이 발견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겨울과 여름의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보온기능 없

이는 겨울을 나기 힘들다 남부지방에서.

도 실내에 취사 혹은 보온용 화덕을 사

용한 것을 가형토기로 추측할 수 있는

데 내부의 연기가 빠져나가도록 지붕에,

굴뚝을 설치한 것을 볼 수 있다.17)

한반도 북부지역과 남부지역의 가옥의 특징들은 점차 확산되어 중부지방에서

절정에 이른다 지역적으로는 중부지방에서 한옥의 기본 공간구성인 온돌방. +

17) 최덕경 온돌의 구조 및 보급과 생활문화에 끼친 영향 농업사연구한국농업사학회 제 권, , ( ) 7

호2 , 2008

신라의 가형토기18. 1

신라의 가형토기19. 2

가야의 가형토기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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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된다 취사와 공간이 분리된 구들은 방 전면에.

깔려 온전한 방을 구성하게 되고 마루는 고상식 주거에서 높이가 점차 낮아,

져 온돌방과 높이가 비슷하게 된다.

이처럼 한국의 기후는 여름이 지독히 덥고 비가 많이 오는 열대성기후를 가지

고 있고 겨울에는 뼈를 깎는 듯한 무서운 추위를 갖는 한대성기후를 가지고,

있어서 서로 이질적인 생활을 요구하게 되었으며 자연히 한국인은 겨울을, ,

위주로 하는 생활과 여름을 위주로 하는 생활의 이중적인 생활을 갖게 하였던

것이다 여기에서 겨울의 추위를 대비한 따뜻한 실내 환경을 조성하는 온돌방.

과 여름의 더위를 식히고 시원한 실내 환경을 마련하는 대청마루방과 누마루,

방의 생활공간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 두 개의 환경기능을 가진 생활공간을,

조합 구성을 시켜 한국인의 독특한 한 채의 주거건축을 창출시켜왔던 것이,

다.18)

시대적 배경2_

온돌1)

전통온돌의 변천과정은 크게 로 시대 로시대 및 초기형 부뚜막시대1 ( ) , 2 , ,盧

하향식 구들과 부뚜막시대 자형 및 자형 구들시대 방 전체 구들시대로, ,ㄱ ㅡ

구분할 수 있다.19)

수혈주거에서 하향식 구들과 부뚜막 시대까지는 화덕이 주거공간의 가운데에

위치하여 취사와 난방의 기능을 같이하였다 구들 이라는 장치가 나타나면. ‘ ’

서 더 이상 화덕을 가운데에 두지 않아도 되고 실내에서 연기배출구를 찾을,

필요도 없게 되었다.

이후 나타난 자형 및 자형 구들은 초기철기시대부터 고려 초기까지 계속ㄱ ㅡ

된다 구당서 신당서 의 기록을 통해 볼. , ( , , A.D. 618 668)舊唐書 新唐書 ～

18) 박윤성 한국의 온돌방문화 건축, , , 1998.07

19) 김광우 여명석 위 논문, ,

온돌고래회암사지21. ( ) 온돌의 아궁이회암사지2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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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고구려시대에는 이전시대의 자형 구들이 계속 쓰였으며 이를 장갱, (長ㄱ

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갱 혹은 자형 구들은 고문헌에서 서) .坑 ㄱ

술한 대로 가난한 사람들의 난방 수단으로 널리 쓰인 것으로 판단되는데 하,

루계층은 의복이나 가옥구조상 상류계층에 비해 추위를 견디기 취약하였으므

로 실내에 이러한 형태의 구들을 놓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상류계층.

도 사용하였으나 한반도 남쪽이나 상류계층에까지 널리 보급되지는 않았다.20)

북창 대평리 주거지의 자형구들23. ㄱ

집안 동대자 건물지 유적 세기경을 살펴보면 이 건물지의 동쪽에 있는 방(7 ) ,

은 규모의 큰 방으로 중심부에 넓이로 강돌과 진흙을 다15 ×11 1.5 2ｍ ｍ ～ ｍ

져 정도로 깊게 기초공사를 위에 큰 돌을 놓은 것으로 미루어 절간의 불50㎝

좌 기초처럼 보여 보통 살림방은 아닌 것으로 짐작되는데 이 방에는 자형, ㄱ

의 매우 큰 외구들을 놓아 방안에 아궁이를 설치하였고 구들의 끝 쪽은 방

밖으로 연도를 길게 뽑아 끝에 굴뚝을 놓았던 흔적이 남아있다 서쪽의 작은.

방은 남쪽 부분이 교란되어 잘 알 수 없지만 북쪽에 남은 일부에서 구들돌이

두 개임을 알 수 있다 이들 두 방의 구들 부분은 방바닥보다 다소 높다 그. .

리고 작은 방의 서쪽 부분에는 이 방의 굴뚝을 잘라 먹은 또 하나의 구들 고

래가 있다 이것 역시 자로 꺾긴 구들 고래인데 고래가 셋이다 원래 있던. .ㄱ

작은 방의 굴뚝을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원래의 건물이 파괴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지은 건물로 생각된다 따라서 삼국시대에 들어 온돌이 발.

생한 북쪽 추운 지방인 고구려의 영역에서는 자형 외줄고래가 사용되다가ㄱ

20) 김광우 여명석 위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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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츰 고래의 수가 두 줄 또는 그 이상으로 증가하는 발전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다.

집안 동대자 유적지 평면24.

안악 제 호분 일명 동수묘의 부엌간 벽화25. 3 ,

백제에서는 이와 비슷한 경향을 보이나 온화한 기후 탓에 자형 구들도 발ㅡ

견된다 신라나 통일신라의 유구를 보았을 때 여전히 화덕을 놓는 형태의 난.

방 및 취사시설이 나타나는데 이후에 구들과 화덕이 만나 고려시대에는 자연,

스럽게 구들과 부뚜막이 보이는 형태로 이어지는 시기인 듯하다.21)

지금까지 밝혀진 신라시대 주택사 연구에서 이 시대의 난방시설에 대한 자료

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중국의 신당서 동이전 신라조에서 보면 겨울에는 당중 에 부뚜막을, , ‘ ( )當中

만들고 여름에는 음식을 얼음위에 놓았다가 먹었다 라는 기록이 있다 이 기’ .

록으로 그간 온돌 같은 것이 없다는 설도 있었으나 겨울에는 옥내의 부뚜막,

에서 취사를 하고 여름에는 밖에서 취사를 하였던 것으로 곧 부뚜막은 항상

21) 김광우 여명석 위 논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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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 부소산성 내 움집터26.

있고 단지 계절에 따라 사용한 것으로 안압지 출토의 풍로가 이 사실을 뒷받

침해주고 있다 환언하면 이 사실들로 온돌 자형 구들의 존재를 부정할 수. ( )ㄱ

는 없다는 것이다.

삼국사기 권 제 신라본기 제 에서는 헌강왕 년 월 일에 왕이 월상루3, 11 6 9 9 (月

에 올라가 경주의 민가들을 내려다보며 시중 민보와 이야기를 나눈 내) ,上樓

용으로 경주의 민가들이 기와지붕을 하였고 땔나무가 아닌 숯으로 밥을 지었,

다 라는 것으로 보아 풍로를 많이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통일신라시대의 온돌 유구나 온돌에 관한 문헌자료가 발간된 예는 아직 없

다 그러나 하류층에서 온돌을 사용하던 고구려와 백제가 신라에 통합됨으로.

서 시간의 경과에 따라 국내적인 교류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남부지역의 서민

주택에도 온돌 구조가 보급 확산되어 갔을 것이고 또 기존 주택양식에 온, ,

돌구조가 유입됨으로써 새로운 발전을 보았으리라 생각된다.

발해의 유적 중 상경용천부 유적 궁성 침전터에서 많은 예의 구( )上京龍泉府

들이 밝혀진 바 있어 세기 고구려의 문화를 전수받아 발전시킨 구들의 모양8

을 알 수 있다 이 중에서 궁성 서구 침전터의 기단규모는 동서 약 이고. 30m

남북 이다 주위에는 회랑채와 같은 복도를 두르고 안쪽의 본전에 개17.3m . 3

의 방을 만들어 이들 각각에 쌍줄고래를 자 평면으로 형성하여 건물 뒤 북ㄱ

쪽 양측에 세웠던 것으로 보이는 굴뚝으로 연결되어 있다.

또 서회랑과 북회랑 일부에도 쌍줄구들이 시설되어 있었고 이것 역시 같은,

굴뚝으로 합쳐져 연결된 것 같았다 여기 나타난 굴뚝기초는 건물 기단 북변.

에서 약 떨어졌고 한 변에 약 되는 정방형 평면을 하고 있다 이곳의5m , 5m .

구들도 방 안에 아궁이를 두고 아궁이의 불을 때는 방향을 고래의 측면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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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이 고구려의 구들과 같은 것이다 굴뚝까지 연결된 연도 역시. ( )煙道

쌍줄로 이루어져 마치 조선시대 궁궐에서 볼 수 있는 것과 비슷하다, .

후기의 자형 구들발해 상경용천부 궁성 서구 침전터 고래왼와 개자리오27. ( ) ( ) ( )ㄱ

동경성 제 궁전터에서는 나란한 개의 방들과 서쪽 및 북쪽의 회랑들에는 한5 3

두 고래로 방바닥의 일부만 덥게 한 것으로 그 형태가 좁고 긴 이른바 긴 구

들에 속하는 유구가 조사되었으며 구들 고래는 모두 다 집 뒤에 있는 두 개,

의 굴뚝으로 뻗어 나갔다 이 유구는 구들 고래의 많은 증가를 확인할 수는.

없으나 구들의 축조 방법은 고구려 시대보다 발전한 것으로 보이며 특히 궁,

실건축에 온돌난방이 사용되고 있다는 점이다.

고려시대 송나라사신 서긍이 쓴 고려도경 을 보면 고려시대 초기의( )高麗圖經

부잣집에는 큰 자리를 깔고 침상과 평상을 사용하였고 일반 백성들은 대부분,

흙 침상으로 땅을 파서 화갱을 만들고 그 위에 눕는다고 기록되어있다.22) 또

한 상류층에서는 와상 등의 기구가 사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어 귀족계( )臥橡

급이나 왕궁에서는 입식생활이 주로 이루어졌던 것으로 추측된다 화갱. ( )火坑

이나 토상 이라는 표현이 쓰인 것으로 보아 전시대보다 구들의 폭은 넓( )土橡

어졌지만 아직 방 전면에 놓인 것은 아닌 듯하다.23) 세기 최자13

의 보한집권하 를 보면 온돌과 아궁이에 관해 자세한(1188-1260) ( )補閑集倦下

내용이 기술되어 있는데 이 문헌에서 묵행자가 평안북도 구성에 있을 떄, 彛

일어났던 이야기24) 중에서 빙돌 온기돌 돌구“ ( )”, “ ( )”, “ (氷突 溫基突 突彜

등의 어휘들이 아무런 주도 없이 기술된 것을 보면 온돌이 세기 초에)” , 13九

22) 고려도경 권 공장일와탑조28, ( ),空張一臥榻條

침상 앞에는 낮은 평상을 높았는데 삼면에 난간이 들러있고 각기 비단 보료를 깔았으며 또「

큰 자리를 마련하였는데 편안하기 이를데 없어 전혀 이풍을 느낄 수 없었다 그러나 이것은.

왕이나 귀족계급의 예이고 이로써 중국의 사신을 접대하는 것뿐이다 일반 상사람들은 대부분.

흙침상으로 땅을 파 아궁이를 만들고 그 위에 눕는다 그것은 겨울이 워낙 추우나 솜 등 속이, .

워낙 적기 때문이다 라고 가록되어 있다. .」

23) 김광우 여명석 위 논문, ,

24) 묵행자가 승방에서 죄선하는 장면이 보이는데 추운 겨울날 냉돌에서 죄선하는 스님이 얼어,

죽을까하여 그가 잠시 외출하였을 때 방에 불을 때어주었지만 묵행자는 돌아와서 기쁘거나 성난

기색도 없이 가만히 방 밖으로 나가서 돌을 주워 다가 아궁이를 메운 후 다시 들어와 처음과

같이 죄선을 하였다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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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널리 쓰여 지고 있음을 입증 한다고 할 수 있겠다 또 이 문헌에서 천. 「

천히 문을 나가 돌과 자갈을 주워 아궁이 를 막고 진흙으로 재가 떨어지“ ”

는 구멍까지 막았다 는 것은 바로 아궁이가 방밖에 있었다는 것으로 고구. , ,」

려 백제에서와 같이 실내의 한쪽에 갱 이 만들어지고 아궁이 또한“ ” , “ ”

방안에 만들어진 것에서 세기에는 이미 방밖에 만들어 지고 있었음을 말해13

주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온돌시설에 대한 고찰은 그 어느 때 보다도 용이하다 다행히 많.

은 문헌의 기록들이 전하며 또한 년 이언적이 태어났던 월성 서백당이, 1491

나 년 이이가 태어났던 강릉 오죽헌의 몸채현재 철거에 대한 유구조사, 1536 ( )

로 조선 초기부터 물증적인 자료를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조선초기 온돌이 언급된 조선시대 최초 문헌은 조선왕조실록으로 이 기록 등

으로 미루어 조선시대의 온돌은 세종 때 세기 초를 전후해서 점차 널리 보(15 )

급된 것으로 보이는데 세종실록 권 년 을사 월 병술조를 보면 임금, 29, 7 7 “

이 성균관 학생들이 습질에 걸리는 일이 많다는 말을 듣고 좌부대언 김자에

게 가서 살펴보도록 명하고 공조로 하여금 동재와 서재를 수리하여 각각, , 5

간을 온돌로 만들도록 하고 의 기사를 통해 성균관 기숙사에 온돌을 놓았”…

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중종 초 세기 초가 되면 더욱 촉진되어 계층과 지역과 구별(16 )

이 무차별적으로 보급되어 간 것으로 생각된다.25) 중종실록 권 년 을유55, 20

월 신유조를 보면 의금부 공사를 내리며 일렀다 벽하나 사이에 온11 , “ . ‘…

돌방이 있다 고 했지만 오좌미의 집에는 본디 벽하나 사이에 온돌방이 없.’ ,

다 중종실록 권 년 을유 월 갑자조에는 충개와 소금이 헌부.”, 55, 20 11 “…

에서 공술한 말에 등잔불을 밝힌 채 함께 온돌방에 누워 있었다 의 기, . :”…

사를 통해 온돌방이 보편적으로 지어졌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위 기록과 함께 년 중종 년에 최세진이 지은 훈몽자회에서 항1527 22 “

을 구들강 이라고 하였고 장갱의 갱 은 구덩이 갱인 것을( )” “ ” , “ ( )”沆 坑

생각할 때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낼 수 있다 즉 온돌 은 구들 항의 한자표. “ ” ,

기로서 조선시대 초기부터 써 왔으며 구들을 놓은 실 전체는 온돌방, “ (溫突

이라 불러왔던 것이다 그리고 조선 초기에 이러한 용어들이 문헌에 아) . ,房彞

무런 주 없이 쓰인 것을 보면 고려 때의 욱실, “ ( )”室燠 26)과 더불어 오래

25) 이호열 조선전기 주택사 연구가사규제 및 온돌에 관계된 문헌을 중심으로 영남대학교, ( ),

박사학위 논문, 1992

26) 고려 때 구들이 놓인 방을 욱실이라 불렀던 관습은 조선시대에도 그대로 계승되었다 정종 년. 1

년 에 지은 선산 월파정 의 권근 기신증동국여지승람를 보면1399 ( ) ( ) ( ) ( ) ( ) ,建文元年 善山 月波亭 權近

그 제도가 매우 교묘하고 아름다우며 또 따뜻한 방을 만들어 길손의 숙소로 되게,「…

하였다 고 기술되어 있는데 욱실 을 아무런 주 없이 쓰고 있는 것이다 이 기록이외에도. , ( ) .註…」 彝 彞

조선전기에 저술된 신증동국여지승람에 욱실 이라는 표현이 많이 나온다.彛 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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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부터 쓰여 온 것인 지도 모르는 것이다.27)

마루2)

삼국시대 이전 한반도의 마루에 관한 기록을 살펴보면 후한서 동이전 부여조,

에는 음식을 먹는 데에는 조두 를 쓰고 사람들끼( ) “ ( )後漢書 東夷傳 扶餘條 俎豆

리 모이는 데에는 벼슬이 높은 이에게 절하고 잔을 씻어서 술을 권하여 읍하

고 사양하면서 마루에 올라가고 내려온다 고 하였다 또한 삼국지 동이전.” .

변진조 에서는 귀틀집이 있었음을 기록 하고 있다( ) “ ” .三國志 東夷傳 弁辰條

진서 숙신조 에는 소거 라고 하여 이를 고상식 건물로( ) ‘ ( )’晉書 肅愼條 巢居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고구려에 대한 기록을 본다면 후한서 삼국지 양서 위( ), ( ), ( ),後漢書 三國志 梁書

서 주서 구당서 신당서 등에 고상식 구조에( ), ( ), ( ), ( ) ‘魏書 周書 舊唐書 新唐書

널판자 바닥을 가진 창고가 집집마다 있었다 고 전해진다 이것은 부경.’ . (桴

을 뜻하는 데 본래 경 은 습기를 피하기 위하여 높게 만든 양식 창고를) ( )京 京

말한다.

만주지방 주택의 부경28. 일본의 경29.

마선구 제 호분 벽화에는 부경으로 추정되는 창고건물의 그림이 나( ) 1麻線溝

타나기도 한다 또한 다른 벽화고분의 벽화를 보면 평상으로 추정되는 그림과.

누각도가 있어 마루구조가 부경과 같은 창고로 널리 사용되다가 점차 주택에

까지 채택되어 사용된 것으로 추측된다.28)

건축에 관계한 중요 고문헌 중 삼국사기는 우리나라 최고 문헌이다 삼( ) .最古

국사기 권 제 잡기 제33 옥사조에서 통일신라시대 건축의 규모 구조 그2 , ,

27) 최자의 보한집 온기돌이거 의 기록이나 동국이상국집 빙돌 또는( ) ( ) ,溫基突而去 氷突「… 」 彝 彞

목은집의 화돌 과 같은 기록들로서 추정할 수 있는데 꼭 온돌 이란 단어로( ) ( )化突 溫突彝 彞 彝 彞

표현된 것은 아니지만 충분히 그런 의미를 가진 단어임을 부정할 수 없다.

28) 주남철 위논문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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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구려 고분벽화무용총31. ( )

마선구 제 호분 벽화30. 1

리고 의장요소를 계급별진골 두품 두품 두품지 백성로 제한한 기사가( , 6 , 5 , 4 )

있는데 이 기사 중에 마루와 관련된 문헌기사가 있다 진골과 두품에 관한, . 6

본문29) 중에 마루 와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床

진골 : 床不飾玳瑁沈香

두품6 : 床不得飾玳瑁 紫檀沈香黃楊

진골과 두품 신분 외엔 상 의6 彝 彞 규제가 없다 여기 상 의. 彝 彞 해석고찰을

몇 가지 보면 바닥은 대모나 침향과 같은 고급재로 꾸밀 수 없었다 대, . ,彝 彞彝

모와 침향나무로 상을 장식하지 못했다 방바닥에는 대모나 침향으로 장식,彞彝

하는 것을 금했다 마루에는 침향목으로 귀갑문과 같은 장식을 만드는 것,彞彝

을 금한다 로.彞 해석하고 있다 대부분의 건축사학자들은 바닥 즉 마룻바닥. ,

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 문헌의 전후 문장구성 분위기는 별도로 하더라도 지.

정하는 문양 그리고 사용을 금하는 소재의 특성을 분석해 보면 자연히 그 해

석이 용이하다 대모란 거북의 일종으로 열대해양에 살며 등껍데기를 대모갑. ,

이라 하여 공예재료로 쓴다 침향이란 팥꽃나무과의 상록교목 향료나무로서.

유명하며 인도에서부터 동남아시아에 분포한다 자단이란 콩과의 상록소교목.

으로 인도남부에서 스리랑카에 걸쳐서 자란다 목재가 자줏빛이고 박달처럼.

단단하기 때문에 자단이라고 한다 황양은 상록수의 일종으로 도장이나 지팡.

이의 재료로 쓰이는 단단한 나무이다 이들 종의 목재는 단단하고 색이 있으. 3

29) 三國史記 卷 第三十三 雜志 第二 屋舍

眞骨 室長廣不得過二十四尺 不覆唐瓦 不施飛 不雕懸魚 不飾以金銀鍮石五彩 不磨階石 不置三重階簷

垣墻不施梁棟 不塗石灰 簾綠禁錦 繡野草羅 屛風禁繡 床不飾玳瑁 香罽 沉

六頭品 室長廣不過二十一尺 不覆唐瓦 不施飛 重 牙懸魚 不飾以金銀鍮石白 五彩簷 袱栱 鑞

不置巾階及二重階 階石不磨 垣墻不過八尺 又不施梁棟 不塗石灰 簾綠禁 繡綾 屛風禁繡罽

床不得飾玳瑁紫檀 香黃楊 又禁錦薦 不置重門及四方門 廐容五馬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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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향이 좋은 성질과 열대지방산이란 공통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대단히.

귀한 재료로서 넓은 마룻바닥에 사용할 수 없는 목재이다 더구나 마루문양을.

거북등문양으로 또는 거북등껍질로 장식할 수도 없다는 점으로 보아 이 문헌,

의 상 이란 마룻바닥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마룻바닥이 아니라면 고구려. ,彝 彞

고분벽화그림 에서 많이 볼 수 있는 평상을 참고로 하면 신라에서도 고구( 31) ,

려와 같이 상류신분계급에서 평상에 권위의식의 상징이 있으리라고 보이며,

이 문헌의 상 이란 바로 평상을 말하는 것이 틀림없다 평상을 생활도구로.彝 彞

사용한 신라 상류계급 주거에서 실제로 실내바닥이 마루 또는 흙바닥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다.

고려시대의 문신 이규보(1168 1241)～

는 사륜정기 라는 문헌에서( )四輪亭記

가상 건축을 설계했다 이 건축( ) .假想

은 마루로 된 이동식 정자로 척6 ×6

척 규모이다 이 마루의 공간에 명. 6

이 앉아서 바둑을 두면서 풍류를 즐

기는데 한 사람당 평방척 척 척, 4 (2 ×2 )

을 차지하여 동쪽과 서쪽에 두명 북,

쪽에 한명의 손님을 두고 남쪽에는,

주인이 앉아있으며 각 모서리에 거문,

고를 타는 사람과 노래를 부르는 사

람을 두어 총 명이 앉도록 하였다, 6 .30) 그 본문을 보면 作豁然虛敞者 謂之彝

이라고 정자의 정의를 내리고亭 亭方六尺二梁四柱 以竹爲椽 以 盖其…彞 彝 蕈

.上 取其輕也 東西各一欄 南北亦如之 亭方六尺 則摠計其間 凡三十有六尺也…

라는 규모와 구조의 정자는 바퀴를 달아 이동성을 시도했다 계절과 시간. ,彞

장소에 따라 자연에 쉽게 융화되어 즐기기 위한 건축계획을 역시 동양우주론

에 적용하여 . .輪以四者 象四時也 亭六尺者 象六氣也 二梁四柱者 貳王贊政彝

라고 건축공간과 구조 개념을 자연현상에 두었고 그럼으로써,柱四方之意也彞

인간의 안정과 낙 을 추구하고 있다( ) .樂

이와 같이 건축에 공간만으로 만족이 아닌 시간성을 도입하고자 했고 더욱 자

연의 공감대를 항시 연속시키려는 시도를 보인 이규보의 사륜정기계획안은 한

국인의 건축철학이 잘 표현된 예가 된다.31)

조선시대는 유교의 국가로 예제가 기본으로 건축에서도 유교적 건축의 활발한

30) 박언곤 외 사륜정기 고찰에 의한 정자건축의 연구 대한건축학회 추계학술발표대회, ,

논문집계획계 제 권 제 호( ), 9 2 (1989-10), pp. 202 203～

31) 박언곤 한국건축사강론 문운당, , , 2004, p.149

사륜정기 추정 배치도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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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영이 이루어졌다 세기 마루가 건축에 적용된 사례는 궁궐의 건축에 가. 15

장 많았다 그것은 마루의 개념이 귀족적 상위개념을 내포하고 있었기 때문에.

궁궐에서는 온돌보다는 마루의 건축이 우선시하여 건축되었다 지방에는 관아.

가 세워지는 동시에 객사를 두어 예제적 묘제건축을 시행하였는데 한양에는,

종묘가 있듯이 지방에는 객사가 그 역할을 하였다 객관이 있는 곳에 누각을.

두어 수령과 인사들이 경치를 감상하거나 휴식을 즐겼는데 중층의 누각건물은

도시의 가장 상징적이 건물로 사용되었다 유명한 누각으로 성천의 동명관. ,

삼척의 죽서루 밀양의 영남루 진주 촉석루 등은 조선초기부터 유명한 누각, ,

건축이다.

세기에 들어서는 유교적 사고를 가진 중소지주층의 양반들이 모여 사는 씨16

족의 마을들이 발전하기 시작하였는데 마루구성의 사당이 마을의 가장 중요,

한 공간구성의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주거의 정침에서도 칸 대청을 중심으. 3

로 례가 이루어지게 되어 마루의 공간이 최상의 중심공간이 되었다 주자의5 , .

무이정사의 건립은 세기 유학자에게도 영향을 주어 자연과 더불어 학문을16 ,

하고자하는 선비들의 정신세계를 추구하기 위해 자신들의 주거 주위에 정사

혹은 정자 별당 서당을 짓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정자의 건립은 조선 초기, , .

대 사화 에 따른 정치의 환멸과 사회교화를 하고자 하는 사림의 영향이4 ( )士禍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의 영향은 사찰건축의 큰 영향을 미치게 되었는데 사찰,

의 폐쇄적 공간구성을 위해 마당을 중심으로 동서남북으로 건물이 들어서게

된다 이러한 건축을 동중정형의 건축이라고 하는데 남쪽의 입구는 반드시. 4 ,

루 를 만들어 만세루나 안양루라는 명칭으로 운영하게 된다 이러한 루의( ) .樓

기능은 불전 공간의 진입을 알리는 기능 외에 이전의 강당의 기능을 소화하여

스님들의 강론을 펴는 장소이기도 하였고 손님을 맞아 자연을 바라보며 휴식,

을 취하는 공간이기도 하였다.

바로 이러한 누각의 건축은 은둔을 벗 삼아 수행을 근간을 삼은 세기17, 18

의 사찰의 기본형의 중심이 된다 또한 사찰에서 대웅전의 내부공간의 변화가.

생기게 되었는데 년에 재건을 한 여천의 흥국사 대웅전이 대표적 사례, 1624

이다 임진왜란 때 승려들이 수군을 조직하여 좌수영을 도왔다고 전해지는 사.

찰인 흥국사의 대웅전에서 대웅전을 새로 지어 내부공간의 협소함을 해결하였

다 이전의 사찰은 불전 중앙에 불상이 있고 바닥에는 전돌을 깔아 내부공간.

을 예불공간으로 사용하지 않았다 불교행사는 마당에서 하는 것이 일반적이.

었다 그러나 흥국사 대웅전에는 이러한 기존의 내구공간의 계획이 바뀌었다. .

내부공간을 사용하기 위해 대들보의 높이를 높이고 문 위에 광창을 두어 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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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입을 유도하였으며 마루를 깔아 의례행위를 내부에서 하도록 하였다, .

불교의 의례공간이 외부에서 내부로 변한 매우 중요한 사례이다.32)

흥국사 대웅전 내부 마루33.

세기 조선의 후기는 유교적 질서가 무너지고 농민과 상민이 세력이 확장되18

는 시기로 이러한 사회적 변화가 두려운 양반들은 서원의 기능을 사회 교화,

에 두어 더욱 경직된 유교적 질서를 강조하게 되었는데 향교의 정문을 풍화,

루 로 하여 높은 중층 루의 건축을 발전시켰다 그러나 일반 주거에서( ) .風化樓

는 경제적 안정을 바탕으로 주택건설이 활발하게 발전하였는데 집안이나 혹,

집 가까운 곳에 연못을 만들어 주위에 정자를 세우거나 별당을 만들어 자연을

만끽할 수 있도록 하는 세련된 조경계획이 생기기도 하였다 내부의 실내구성.

에도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과거에 개방되지 않았던 대청마루에 문살이 가공,

된 교창을 달아 외부와 구분하게 되는 현상도 생기게 되었다.

결합3)

세기고려중기 이후 가 돼서야 아궁이가 방 밖으로 나가고 이와 함A.D. 11 ( )

께 방 전체에 구들이 놓이는 온돌방 형식이 정착되어 본격적인 좌식생활이 시

작되었는데 이 시기에 이미 도배까지 한 온돌방도 나타난다, .33) 방 전면 온

돌구조가 상류계층까지 일반화 된 것은 조선시대라고 알려져 있어 기록만으로

온돌과 마루가 고려시대에 결합되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고려시대와 조선 초기에 건립된 건물에 관련하여 마루와 온돌이.

한 건물에 병존하는 내용으로 보이는 기록들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34)

32) 김동욱 한국건축의 역사 기문당, , , 1998, pp.220 222～

33) 주남철 위 논문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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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주 동정기 의 기록( )公州 東亭記 35)을 보면 경사지형에 루를 세웠을 것으로

보이는데 한 면은 지면에 접하고 다른 면은 지면에서 들어 올린 형태의 건물,

이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즉 양청 마루은 누마루 형태로서. , ( ; ) ,凉廳

욱실 온돌방은 지면에 접한 부분에 놓여 건축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 ) .室燠

또한 고려 중기에 욱실과 양청이 한 건물 내에서 더욱이 중부지방 공주지역,

에서 건립되고 있음은 관아의 객사라는 측면에도 불구하고 마루와 온돌이, ,

결합된 전통주택의 정형을 보여주는 한 예가 아닌가 생각한다.36)

고려 무신정권의 진강후 최충헌 년의 개인 별장( , 1159 1219 )晉康候 崔忠獻 ∼

에 관련된 기록37)을 살펴보면 사계절을 고려하여 여름에는 더위를 모르고,

지내며 겨울에도 마찬가지로 추위를 고려한 온돌방이 있었던 것으로 추측되,

고 건물이 지닌 기능성이 사계절의 기후여건을 충족시켜주는 건물로 건축되,

었음을 알 수 있다.38)

양광도 의 경원 현 경기도 부천지역의 폐사된 건동 절터를 시위( ) ( , )楊廣道 慶原

호군 하원서 가 충렬왕 년 에 다시 일으킬 것을 결심( ) 30 (1304)侍衛護軍 河元瑞

한 후 여 년 동안 재산을 모아서 건립하였다 승방에 온돌을 들여 중들이20 .

거처하게 하였으며 큰 방은 마루를 사용한 것으로 골방온돌방이 아늑하, “... ‧

고도 넓은 것은 중들이 거처하는 데다 큰 채를 높게 행랑을 넓게 하니 깎아.

지른 듯 한 산봉을 마루창에서 잡을 것 같고....”39)라고 기록하고 있다.

동문선 월파정기( )東文選 月波亭記 40)에 따르면 과거에 월파정이라는 정자가,

있었으나 세월이 오래되면서 없어졌으며 조선 정종 원년 에 최관, , (1399) ( )崔關

이 이 고을에 부임한지 두어 달 후인 월에 착공하여 월에 준공하였다 한8 10

다 월파정의 규모가 어느 정도 인지는 확인할 수 없으나 건물의 일부에 온. ,

돌방을 들여 추위를 피하기 위한 사대부들의 숙소의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

다.

금교역 은 개경과 평양의 중간지역에 있는 역으로서 중국에서 개경에( ) ,金郊驛

이르는 외교사신을 왕이 맞이했던 곳이며 고려사에 문종이 정유 년, 11 (1057)

거란의 사절 왕종양을 전송하러 나간 기록이 있다 금교역의 퇴락함을 제기하.

34) 류근주 고설식 온돌집 형성 및 전개에 관한 연구 한국농촌건축학회논문집 제 권 호, , 2 1 , 2000

35) , .... , , ,東文選 卷之六十五 記 公州東亭記 以面勢之東偏而建賓樓 南嚮而崇主宇 西序南｢ 廡

, , , , , ....共十四間 更依之次 設食之所 冬以 室 夏以凉廳燠 ｣

36) 류근주 위 논문 재인용,

37) (... , ,東文選 卷之六十六 記 崔承制十字閣記 若秋冬之候則有溫閨 館在焉 閣之餉予樂如此燠

,...)而予無以報於閣者

38) 류근주 위 논문 재인용,

39) 년- (1287 1367 ) (... ,東文選 卷之六十九 記 重修乾洞禪寺記 益齊 李齊賢 記 丹楹藻 宏且 麗者∼ 梲

, , , , , ,..)所以居佛也 洞房 室窈而廓者 所以處僧也 崇而堂廣其 絶嶠於軒 俯洪濤於庭戶燠 廡 挹 窗

40) 년- (1401 )( , ,東文選 卷之七十九 記 月波亭記 權近 記 善州之東五里許 有津曰餘次

, , , ,..... ,自尙之洛水而南流者也 賓旅之由尙而之南州者 亦至是站焉 實要衝也 建文元年春

, , ,...... , , ,今國舅驪興伯閔公 奉使過此惜其廢久而無能新之者也 八月始事 十月告訖 其梓人 卽營漢

. , , ,...)城新宮都料匠也 故其制度頗極巧麗 且爲 室 以待實 旅之宿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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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영락 년 에 중수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자형 평면으로서 중앙의2 (1404) , ㄱ

대청마루 좌우에 방을 들였으며 왼편 방 앞에 칸의 루를 세웠으며 그 하단, 3 ,

에 추위를 고려하여 온돌을 들였다고 기록41)하고 있다.

한편 고려말 최영 장군의 소유였으며 장군의 손자사위인 맹사, (1316 1388) ,～

성의 아버지 맹희도가 거처하기 시작했다는 충남 아산 맹씨 행단의 맹사성고

택은 세기 중엽 이전에 건립된 가장 오래된 살림집으로 알려져 있다 이15 .

건물은 공 자형 평면 구성으로 중앙의 대청마루를 중심으로 좌우에 방이( )工

대칭으로 이어져 있는데 지어진 시기로 미루어 온돌과 마루가 이처럼 연접해

서 한 건물을 이루는 방식은 고려시대 후기 이전에 조성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처럼 문헌기록이나 맹씨 행단의 내용으로 볼 때 마루와 온돌이 들린. ,

바닥구조로 구성되는 우리나라 전통주택의 정형은 고려후기를 즈음으로 하여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42)

맹사성 고택 정면34.

세기 주택의 공간구성의 발전을 알 수 있는 한 예가 유희춘이 전라도 담양16

에 주택을 지으면서 적은 미암일기초 를 보면 알 수 있다 세기( ) . 16眉巖日記草

중반에 안채가 먼저 지어지고 년 뒤에 행랑이 만들어졌다 다시 년 뒤에20 . 8

객청이 증축되었다 안채와 행랑에는 내방 중당 대방이라는 명칭과 사랑. , , ,

사랑청 방외에 누대방 누채 북루 헛간 등의 명칭이 기술되어 있다 후에, , , , .

지은 객청에는 객실 판당 칸 방 칸 남변서실 칸이 있었다고 하는데 서실4 , 2 , 2

41) 년- (1405 )( , , ,東文選 卷之八十 記 金郊驛樓記 權近 記 金郊驛 距王京西北僅三十里 朝使之來

, , , , ,....... ,及其復命以往 每宿於此 盖來則王必先遺大臣 勞於此 詰朝率國人備儀衛郊迎 舊有館宇迓

염, , , , ,...... , ,隘陋卑湫 炎風暑雨 蒸尤甚 而無納 之所 來者病之 永樂二年秋八月 乃謂此驛 最近于京涼

, , , , , ,使車往來 所必憩宿 堂屋抵陋 無以稱國家欽重皇華之意 撤舊而新之 卽聞于國得報盍

, , , , , , , ,以九月始事 取材埴瓦 力不煩民 未于而就工 中高其堂 翼以左右之室 直左室之前 起樓三楹迺 迨

상 할 다, , , , ,....)宏 軒 不 不陋 下爲 室 以便寒暑 越明年二月之初而告訖燠

42) 류근주 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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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온돌을 놓고 남쪽에는 광창을 달아 책을 볼 수 있도록 했다고 한다 또.

한 차후 사당을 따로 건립할 것이라고 적혀있다 여기의 기술 중 주목할 만한.

것은 객청에도 온돌이 들어와 건립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고려 말.

조선 초에 온돌이 마루와 만나 주택의 기본형을 이루는 것이 이 시기에 와서

는 사대부주거의 모든 영역에 온돌과 마루의 조합이 이루어 졌음을 알 수 있

게 한다.

문화적 배경3_

방 전체 구들 개념은 북쪽에서 먼저 시작되어 남쪽으로 전해졌는데 고려말에,

는 남쪽지역까지 완전히 전파되었음을 알 수 있다.43) 동국이상국집( 1192～

동문선 공주 동정기 등의 문헌을 볼 때 상류계층에서1259), (1152 1220) ,～

도 온돌에 관심을 갖고 정자나 사랑채 등 접객장소에 온돌을 꾸미기 시작했,

고 사찰 건축의 승방에서도 온돌이 사용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시기의.

특징은 사용 계층이 하류계층에서 상류계층으로 그 주도계층이 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로 상류계층의 관리가 남쪽지역으로 온돌을 전파했다는 것과.

온돌이 방 전체로 되면서 발생하는 건조 및 유지 관리의 어려움 때문에 그,

주도계층이 주로 여유가 있는 상류계층이 되었다.44)

따라서 온돌은 북방의 고구려 서민 사이에서 만들어졌던 자형 구들 혹은ㄱ

장경을 근거로 하류계층이 주도했다고 할 수 있으나 고려 말에서 조선시대에,

들어와 방 전체의 온돌이 되면서는 상류계층이 주도적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45) 상류계층의 마루와 온돌이 연접한 형태를 보이거나 상류계층에서 방

전면 온돌을 사용한 기록을 살펴보면 대략 이렇다.

공민왕 년 안동도호부의 약원 이 건립16 (1367) ( )藥院 46)되었는데 안동은 공민,

왕의 피난 시 큰 역할을 하여 왕의 관심이 많은 지역이었다 중간의 고당, . (高

은 대청마루였을 것으로 생각되고 동쪽 칸의 탕욕 을 위한 부분의) , 3 ( )堂 湯浴

바닥구조는 마루구조인지 흙바닥인지 확인할 수가 없다 서쪽 칸의 약을 공, . 3

급하는 곳의 바닥은 온돌구조로 되어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실제로 년, 1392

하륜이 건립한 영주의 제민루는 약재 보관을 위해 건립되었다고 하며 현재, 2

43) 조원석 우리나라 전통주택내부 바닥구조의 변용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제 권, , 13

호11 , 1997

44) 김광우 여명석 위 논문, ,

45) 김광우 여명석 위 논문 재인용, ,

46) 년- (1377 )( ,東文選 卷之七十二 記 安東藥院記 李穡 記 至正丁未秋九月安東府守臣之命下

.... ,..... , , , , ,明年春二月 法曹衙久廢而遺基存焉乃立屋而名之曰藥院 總於重也 東 三間 所以供湯浴也廡

, , , , ....)西 三間 所以供 藥餌也 中高堂以壓之 所以待王人之至也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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칸의 온돌방과 칸의 대청으로 되어있다 또한 약재를 보관하기 위해 온돌방4 . ,

에 저장하였다는 기록이 있음으로 비추어 안동 약원은 마루와 온돌이 결합된

건축으로 조영되었을 것으로 짐작한다.47)

최충성 년의 산당집 에는 증실 에 대해 자세( , 1458 1491 ) ( ) ( )崔忠成 山堂集 蒸室∼

히 언급하고 있는데 그는 한증 의 효능을 믿고 증실 칸을 지었는데 그, ( ) 2汗蒸

중 칸은 휴게실로 나머지는 욱실 로 만들었다1 ( )室燠 48) 욱실은 인이 앉을3, 4

만한 크기로 만드는데 네 벽을 빈틈없이 두껍게 바르고 돌로 구들을 만든 다,

음 흙으로 터진 데를 메워 완성한다는 것이다 그는 이것의 이용법에 대해 먼.

저 욱실에 불을 많이 때어 구들을 가열한 다음 그 위에 길경 생애 등의 약, ,

재를 놓고 물을 뿌려 그때 나오는 기운을 병자가 취한다고 했다 이 같은 훈.

증 치료법은 세종 년 월 대선사의 승려가 정부의 보조를 받아 서울9 (1427) 4

에 치료소를 차려놓고 시행했던 것으로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를 이용하였

다.49)

세종 년 월 왕세자나 대군이 거상 하는 예가 지나쳐 오히려29 (1447) 12 ( )居喪

효도의 도리를 저버리지 않도록 권제 를 만들고자 하였는데 거처( ) , “...權制

하는 것은 때의 차고 더운 것을 따라서 판자상 이나 온돌방이요 이불과( ) ,板床

베개를 쓰면 거의 질병을 면하여 생명을 온전히 할 수 있을 것이다...”50)라

고 하여 마루와 온돌방의 결합을 보여주고 있다, .

이렇듯 온돌은 상류계층에서 의학적 용도로 시작되는 경우도 있었고 그것을

마루와 결합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려는 모습도 보이고 있다 이후에 상류계.

층의 주도하에 마루와 온돌은 연접하게 되는데 고설식 온돌집의 형, ( )高說式

태로써 상류계층은 누마루에까지 온돌방을 도입하게 된다.

47) 류근주 위 논문 재인용,

48) , , ,山堂集 卷二 記 蒸室記

49) , ,世宗實錄 卷三十六 世宗 九年 四月 丁未

50) , 5 , , 29 12朝鮮王朝實錄 輯 世宗實錄 世宗 年 月 丁丑

쌍수당35. 옥천향교 명륜당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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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온돌과 마루의 개념 및 원리3 .

생활문화1_

온돌이나 마루가 방 전면에 설치되면서 한반도에서 나타나는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좌식 문화이다 쪽구들에서 방 전면 온돌로 평상에서 칸 전체 우‘ ’ . ,

물마루로 발달하면서 마당에서 집안으로 진입할 때는 신을 벗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좌식 생활은 공동의 문화를 낳았는데 온돌방에서 한데 기거하며 식사,

하며 집안의 각종 대소사를 논의하게 된다 예절에 따라 아랫목은 노인이나.

웃어른에게 권하고 젊은이는 윗목에 자리하게 되었다 특히 조선시대에 유교, .

문화와 온돌문화가 일반화되면서 가족윤리와 질서가 이 공간에서 형성되었

다.51)

자연스럽게 좌식이 몸에 베이면서 그에 적합한 도구도 출현했다 장기간 온돌.

에서 좌식생활을 한 결과 앉아서 일하는 습관이 생기면서 하체보다 손 팔, ,

동작이 상대적으로 더 발달하게 되었다 그 결과 생산도구 즉 호미 낫 도. , , ,

끼 자귀 곡괭이 등 일상 도구들의 손잡이가 짧아 쭈그려 앉아 일할 수 있도, ,

록 만들어졌던 것이다 뿐만 아니라 방안에 설치한 각종 가구들도 앉아서 사.

용하기 편하도록 제작되었다 그래서 온돌문화의 주인공은 팔 길이는 짧지만. ,

서양에 비해 섬세하고 정교하여 수놓기 도자기 공예 등 수공예가 발달하였,

다.52)

이러한 온돌구조와 통풍이 잘 되는 마루의 구조는 한반도 특유의 식문화를 만

들기도 하였다 온돌은 대개 취사열기를 이용하여 난방을 하기 때문에 연료의.

소모가 많지 않다 그 때문에 센 불에 급하게 익혀 내는 요리법보다는 난방.

열기로 밥하고 국을 끓이는 문화가 발달했다 취사 후 남은 화기를 이용하여.

숭늉을 끓여 마시는 풍습도 온돌문화와 관련이 깊다 그리고 온돌의 열기보존.

을 위해 고미반자를 설치하여 온돌방 내부 높이를 조절했는데 이 때문에 방,

안의 높이가 입식생활을 하기에는 낮아 식탁보다 소반 같은 이동식 밥상문화,

가 발달하게 되었다 다만 온돌은 바닥 난방이기 때문에 두꺼운 솜이불을 사.

용하거나 식생활에서 자연히 자극성 있는 음식을 추구하게 되었다고 한다.53)

또한 메주를 쑨다거나 야채나 과일을 건조할 때도 온돌방은 유용하게 쓰이는

데 온돌방의 적절한 습기와 온도덕분에 자연스럽게 발효식품이 발달하게 되,

었다.

마루에서는 마당 혹은 집 안에서 일어나는 일을 통제하고 조율하는 역할을 했

51) 최덕경 위논문 재인용,

52) 최덕경 위논문,

53) 최덕경 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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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보통은 웃어른이 마루에 앉아

그 역할을 하였고 이는 제사를 지

낼 때에도 높은 장소로 인식되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 또한 마루는.

완전한 내부공간인 방에서 완전한

외부공간인 마당으로 나갈 때 반드

시 거쳐야 하는 전이공간이다 툇마.

루나 쪽마루역시 그러한 역할을 한

다.

현대에 이르러서는 그 역할을 거실

이 하게 되는데 실내에 있지만 외,

부에서 완전한 내부 즉 사적인 영,

역으로 도달하는데 까지 반드시 거쳐야하는 공적인 영역으로써의 자리는 변함

이 없다 다만 그 형태는 실내에 있으면서도 원목마루바닥을 지향하는 추세.

등으로 보아 옛 온돌방의 가족모임기능과 옛 마루의 전이공간기능을 함축해

놓은 듯 보인다.

과학 기술적 원리2_ ,

온돌은 아궁이에서 장작이나 짚 등을 연소시켜 그 연소공기를 바닥 밑으로,

보내 연도와 굴뚝을 통해 외기로 배출시켜서 바닥 전체를 따뜻하게 하는 복사

난방방식으로 연소부분인 아궁이부 채난부분인 고래부 배연부분인 굴뚝부, , ,

로 구성된다 온돌은 아침 저녁에 아궁이에 불을 지펴 구들을 데워두고 그. ,

축열에 의해 일정시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54)

함실아궁이는 건물기단 안에서 깊게 함실을 만들어 불을 지피도록 만든 아궁

이다 보통 아궁이에서 방고래로 들어가면서 급경사를 이루어 높아지면서 여.

기에서 다시 약간 낮아지는 부넘기가 있다 부넘기는 불길이 잘 넘어가고 불.

이 거꾸로 내지 않도록 한다 고려시대 초기의 갱 에서는 아궁이의 방향을. ( )坑

불골의 직각으로 놓고 또 부넘기를 시설하여 방 안에서 연기가 내지 않도록

고려한 듯한데 이는 미륵사터 유구에서 볼 수 있다, .

온돌은 복사열에 의한 난방효과로 인하여 실내에서 대류가 거의 발생하지 않

게 된다 따라서 온돌은 신체 상하부에 같은 온열감을 제공하므로 난방효과. ,

54) 김광우 여명석 위 논문, ,

하회마을 양진당 안채 메주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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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돌의 기본 구조38.

부뚜막식 아궁이 함실식 아궁이39. 40.

가 부드럽고 실내 기온을 낮게 유지하므로 대류난방에 비해 실내외 온도차, ,

에 의한 관류열손실량을 줄이게 되며 바닥먼지가 대류에 의해 상승하지 않는,

등 우수한 난방효과를 갖게 된다.55)

온돌 구조부의 높이는 난방을 위한 열효율 면에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조.

선시대의 부엌은 일반적으로 방바닥에서 을 낮추어 바닥을 이루고2.5 3.0尺～

이 바닥에서 약 내외 높이로 부뚜막 시설을 하여 솥을 건다 부엌의1.5 .尺

바닥을 이렇게 낮추는 것은 불길을 방고래로 잘 빨아들이도록 하기 위해서이

다.56)

지역별로도 사용하기에 유리한 형태로 발달하였는데 북부권함경도 평안도에( , )

서는 정주간이라 하여 부엌과 안방의 중간에 벽체가 없는데 이 정주간의 부,

뚜막은 방과 부엌바닥과의 고저차이가 이상 되기 때문에 아궁이의 크3 4尺～

기도 다른 지방의 것보다 월등히 크고 가장 잘 발달된 온돌의 형식을 보이고

55) 이언구 온돌의 열환경 설비공사 통권 제 호 대한설비건설협회, , 3 , , 1990

56)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 문예출판사, , ,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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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의 전체 단면도41.

있다 남부권에서는 북부권보다 난방에 신경 쓰지 않고 취사에만 몰두하는 모.

습을 보이고 있으며 제주권에서는 부뚜막과 방이 연이어져 축조되지 않아 취,

사 시 연기가 방안에 들어가지 않게 하였다 때로는 마루 중앙을 정방형으로.

따내고 부샅봉덕화로을 만들어 겨울도 지내고 간단한 취사도 가능하게 하였( )

다.57)

정주간42. 봉덕화로43.

모든 물체는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게 되어있는 현상이 마루에서도 공

기의 대류현상으로 반영되곤 한다 마당의 공기가 햇빛에 의해 덥혀져 상승하.

게 되면 빈자리를 주변에 있던 공기가 채우게 되는데 이때 입면상에서 비어있

는 마루부분에 있던 많은 공기가 그 자리를 메우게 된다 마루의 공기가 빈자.

리는 마루 뒤의 열어놓은 판문으로 다른 공기가 유입되면서 채우게 된다 앞.

선 과정이 반복되면서 집안과 마당의 열기를 식혀주는 것이다.

57) 주남철 위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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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여창고택 안채 대청44.

고유성3_

다락1)

다락은 매달다의 의미를 지닌 달 을 어근으로 하여 이루어진 단어로 층처‘ ’

럼 만들어 물건을 두는 곳을 의미하기도 하고,58)59) 부엌 천장 위에 이층처럼

만들어서 물건을 두는 곳,60) 지표보다 높게 바닥을 설치하여 만들어진 집 또

는 방 이층이나 중이층에 꾸며진 수장 공간, 61) 등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와 같이 다락은 높은 곳이라는 의미와 물건을 보관하는 곳이라는 두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실제로 관련 문헌에서 그 용도를 살면, ,

물건을 보관하는 장소인 수장처 의 다락과 바닥을 높인 생활공간을 의( )收藏處

미하는 누사 의 공간을 의미하는 두 가지 뜻으로 쓰인 것을 확인 할 수( )樓榭

있다.62) 조선시대에도 다락의 의미는 지금과 별반 다르지 않았던 것으로 보

인다 년에 쓰인 아언각비를 보면 누 를 다락 이라고 말하는. 1819 , ‘ ( ) ( )樓 多落

데 다락은 창비 물건을 간직하는 곳와 다른 칭호다( , ) .’秘鬯 63)라고 하며 누

는 올라가서 관람하는데 이바지하게 만든 곳이고 다락은 물건을 간직하는 곳,

58) 서정범 국어어원사전 보고서, , , 2000

59) 백문식 우리말의 뿌리를 찾아서 삼광출판사, , , 1998

60) 장기인 한국건축사전 보성각, , 2005

61)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6

62) 신영훈 한국의 살림집 열화당, , 1983

63) 정약용 김종권 역 아언각비 일지사, , , , 1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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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설명하고 있다.

조선시대 이전의 목조주택이 많이 남아 있지 않아 그 이전의 건축물에 다락이

있었는지 언제부터 다락이 완결된 구조 속에 등장하기 시작했는지는 알기 어,

렵다 다만 몇몇 문헌에서 언급하고 있는 남방 주거양식에서 볼 수 있는 고상.

주거64)나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부경의 모습 그리고 진서에 언급된 소

거와 같은 북방의 고상주거 등을 다락의 기원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고상식 구조는 주거로 시작하여 후대에 이르러서는 주로 창고로 사용을 하였

다.65) 이로부터 수장처로써의 다락의 시작을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고.

려사의 기록을 보면 고려 때 이미 중층 주택을 짓는 것을 금하여 단층 주택

을 짓는 것이 하나의 법칙처럼 되어 조선시대까지 계속되었다는 것을 살펴 볼

수 있다.66)

그러나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고려사와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여전히 집

을 크고 높게 지으려는 요구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내용을 통해 고.

려시대 이전부터 중층의 구조를 가진 주택이 상당수 존재하였고 또 중층 주,

택을 짓고자 하는 욕구가 계속되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요구는.

신라시대부터 있었던 집의 규모를 제한하는 가사규제와 우리나라에는 산이 많

아 높은 집을 지으면 좋지 않다는 풍수도참사상67) 등과 부딪히면서 고대부터

존재하였던 고상식 구조의 바탕에 경사지붕을 가지는 한옥의 가구구조와 맞물

려 지금과 같은 다락의 모습으로 정착된 것으로 추측해 볼 수 있을 것이

다.68)

64) 한국정신문화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6

65) 윤장섭 한국의 건축 서울대학교출판부, , , 2002

66) 주남철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출판부, , , 2006

67) 고려사 권 충렬왕 년 월의 기록 주남철 한국건축사 고려대학교출판부28 3 7 - , , , 2006

68) 김수범 전봉희 조선시대 주택의 다락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외 제 회 우수졸업논문전, , , 5

수상논문 개요집 제 권 제 호5 1 , 2009

하회마을 양진당 안채 다락 추사고택 부뚜막 위 다락의 귀틀45.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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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랭크 로이드 라이트 의 중력난방2) (Frank Lloyd Wright) (Gravity Heat)

구겐하임 미술관으로 잘 알려진 건축가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는 한국의 온돌문화와 깊은 관계를

맺고 있다 라이트가 온돌을 알게 된 후로 그가.

설계한 작품 중 여개의 작품에서 온돌을30 40～

응용한 파이프 난방을 현대건축에 적용시키려는

시도를 보이고 있다.

라이트는 년 미국 위스콘신주에서 태어났고1867

년 아리조나주에서 세로 타계하였다1959 92 .

년 처음으로 개인 사무실을 개설하여 독립1893

하였는데 그해 년에는 세계 콜롬비아 박람회, 1893 (World Colombian

가 시카고에서 개최되었다 그곳에는 실물의 반 정도 되는 일본사Exposition) .

찰의 모형이 전시되었고 일본 건축들에 대한 책도 많이 출판되었다 라이트는.

이를 흥미있게 보았으며 또 책이나 옛 고용주 를 통해 극동의 건축에, Silsbee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한편 이 시기에 그는 호구사이나 히로시게의 목판화에 흥미를 가지게 되었,

고 이어서 년 월 고객인 부부와 함께 생애 첫 일본여행, 1905 3 Ward Willits

을 하게 되었다 그는 이 때 일본에 약 개월 체류하였는데 이때의 주목적은. 2

일본 목판화 수집이었다 라이트는 부업으로 수집한 목판화를 미국에서 전시.

도 하고 판매도 하며 그에 대한 해설책을 내기도 하였다 그러(1906), .(1912),

면서 라이트는 일본을 아는 건축가가 되고 건축계획을 알게Imperial Hotel

되었다.

년 라이트는 미국의 수집가들을 위한 목판화도 구입할 겸 임페리얼 호텔1913

설계 수주를 확실히 매듭짓기 위해 두 번째로 일본을 방문하였다 이 방문에.

서 두 가지 목적은 성공적으로 달성되었다 목판화도 다수 확보하고 호텔설계.

건은 이야기가 잘 되어 계약으로 이어졌다.

임페리얼 호텔 수주가 거의 마무리 되어가던 년 겨울 어느 날 라이트는1914

도쿄에서 오쿠라 남작 이라 불린 사람의 만찬에 초대받는다 그리( ) .大倉 男爵

고 오쿠라 남작의 저택에서 그는 처음으로 한국의 온돌을 체험하게 되는데,

이때의 상황을 라이트는 자신의 년 판 자서전 에서1943 ‘ ’ 'Gravity Heat

중력난방 이란 주제 하에 소개하였다( : )' .重力煖房

중력난방(Gravity Heat : )重力煖房

바닥난방에 대하여 데워진 공기는 자연적으로 상승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를 중력: .

난방이라 부르는데 이는 콘크리트 상판 아래의 자갈층에 놓인 파이프에 증기나 뜨거,

운 물이 흐르면서 공기를 데우고 이 공기가 상승해 콘크리트 바닥에 열기를 전하기,

때문이다 자갈층과 콘크리트 상판을 합쳐서 바닥매트 라 한다 바닥이 지. (floor mat) .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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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떠 있는 경우에는 가로와 세로가 약 인치 인 긴 나무장선을 피트, 2 (5cm) 3.8

정도 간격으로 배치하고 장선 사이사이에 난방파이프를 깐다 중략(1.1.m) . < >

어쨌든 우리는 추위에 오들오들 떨게 될 것을 알았지만 오쿠라 남작의 도쿄저택그는, (

일본 제국 전역에 여러 채의 집을 소유하고 있었다 에서의 만찬초대를 받아들였다.) .

아니나 다를까 식당은 식사를 할 수 없을 정도로 추웠다 나는 코스 족히 되는 음, . 19

식이 제공되는 동안 내내 먹는 척만 하고 있을 수밖에 없었다 식사가 끝난 후에 남작.

은 아래층의 한국방 이라 불리는 방으로 우리를 안내했다 중략“ ” . < >

그런데 기온이 갑자기 바뀐 것 같았다 결코 커피 때문이 아니었다 마치 봄이 온 듯, . .

했다 우리는 곧 몸이 따뜻해지고 다시 즐거워졌다 바닥에 무릎을 꿇고 앉았는데 정. .

말 말로 표현 할 수 없는 그런 훈훈함이 감돌았다 눈에 보이는 난방시설도 없었고. ,

이것으로 난방이 되는구나 하고 바로 알 수 있을만한 그 어떤 것도 없었다 그건 정말.

이지 난방여부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의 기후적 사건이었다 중략. < >

세상에 이것보다 이상적인 난방법은 없다 태양열조차도 이상적인 것은 아니“ ” .

다.69)

이처럼 모든 라이트가 적용한 바닥 난방은 한국의 전통온돌과의 만남에서 시

작된다 비록 그 만남은 일본에서 이루어지고 라이트의 방법은 전기히터 스. ,

팀 및 온수파이프를 건물의 바닥판 콘크리트에 매설하는 방법이었지만 그 아

이디어의 원천은 온돌에 있고 근본적으로 온돌의 원리를 이용한 것이었다 그.

러므로 라이트가 전파한 바닥 난방은 비록 고래도 있는 전통의 형태 그대로는

아니지만 한국의 온돌을 전파한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한국의 전통온돌이 라.

이트를 통하여 현대적인 모습 으로 변모하며 미국에 전해진 것을 의미한‘ ’

다.70)

장 디자인 특성과 대표디자인4 .

한국디자인특성1_

한국의 디자인특성에는 위계 의 상징성인 마루의 칸 대청 부뚜(Hierarchy) 3 ,

막과 안방을 통한 생명의 연속성 자연과 인공의 어울림(Continuity),

을 굴뚝의 재료와 디자인을 통하여 추출했으며 마지막으로 난간(Harmony) ,

의 디자인이 가지는 정 과 동 의 상징성 을 도출하였다 즉( ) ( ) (Symbolism) .靜 動

69) 김남응 장재원 임진택 프랭크 로이드 라이트의 온돌체험과 그의 건축 작품에의 적용과정 및, , ,

의미에 대한 고찰 대한건축학회논문집 통권 호 번역문 재인용, 203 , 2005,

70) 김남응 장재원 임진택 위 논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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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계 연속성 어울림 상징성(Hierarchy), (Continuity), (Harmony), (Symbolism)

의 가지 특성을 연구를 통하여 추출하였다4 .

위계 의 상징성 칸 대청1) (Hierarchy) : 3

대청은 예제가 행해지는 격식이 높은 공간으로써 위계가 가장 높은 공간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때 대청은 보통 칸으로 구성하게 된다 조선시대에는 경국. 3 .

대전 과 국조오례의 의 편찬이 완성되면서( , 1397) ( , 1474)經濟六典 國朝五禮儀

유교적 예제에 따른 절차와 방법과 주거에 대한 규정이 정비되었다 세기. 16

에는 사대부를 중심으로 민간에까지 확대 적용되기 시작하였으며 세기에는, 17

예치 의 시대로 발전하였다 이시기에는 가묘 즉 사당 의 건( ) . ( ), ( )禮治 家廟 祠堂

립이 각 주택조영에 활발히 나타나게 된다 특히 주자가례 에는 가. ( )朱子家禮

묘 를 두어야 함을 강조하였는데 그 위치는 정침 동편에 칸으로 세우( ) , 3家廟

고 앞에 문을 내고 문 밖에는 섬돌 둘을 만들어 동쪽을 조계 서쪽을 서계라, ,

하여 모두 계단으로 하였다3 .

이러한 사당의 칸 구성은 주거의 정침 즉 안채의 대청을 칸 구성과3 ( ), 3正寢

맥락을 같이 한다 유교적 예제를 행례 하기 위한 공간으로 칸 대청을. ( ) 3行禮

두고 좌우에 방을 두는 것은 조선시대 일반적인 정침의 평면 배치의 디자인수

법이었다 이러한 칸 구성의 공간구성법은 유교건축에서 뿐만이 아니라 주. 3 ,

거건축 나아가 불교건축에서도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

경북궁의 침전인 강녕전과 교태전은 궁궐의 침전인데도 불구하고 가례의 예법

대로 가운데 칸의 대청을 두고 좌우에 칸의 방을 구성하여 총 칸 규모로3 3 9

디자인하였으며 양반의 상류주택의 정침안채을 구성할 때 칸 대청을 중심, ( ) 3

으로 동쪽에 남자가 거주하는 건넌방을 서쪽에는 부엌이 면하는 안방을 두어,

유교적 차서체계에 맞도록 공간구성을 하였다 조선초기의 상류주택에서는 안.

채의 칸 대청에서는 관혼상제를 거행하는 예제의 공간이었으며 시대가 지나3 ,

면서 가묘가 생기거나 제례의 공간이 사랑으로 변하면서 점차 그 기능을 상실

하게 되었다 그렇지만 정침으로서의 칸 대청은 상징적 의미로서의 예제의. 3

공간으로 남아 있었으며 생산 자손의 임신과 출산의 공간인 안방과 더, ( - )生産

불어 상류주택의 중심 공간으로 손색이 없었다.

하류계층의 주거건축인 민가에서 보잘 것 없고 규모가 작은 집을 우리는 초,

가삼간이라는 말을 흔히 사용한다 천지인 삼재 의 유교사상은. ( ), ( )天地人 三才

가장 낮은 하층민이 거주하는 초가에서도 칸집이 기본이 될 정도로 큰 영향3

을 미쳤으며 사찰에서도 대웅전에 마루가 깔리는 세기 이후 전각의 규모, 17

가 칸이 가장 많은 것을 보면 조선시대 건축에 있어 칸구성의 기본적 디자3 ,

인 수 가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Number)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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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의 연속성 부뚜막과 안방2) (Continuity) :

한국의 주거문화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불 이다 우리 조상들은 새, ( ) .火

터에 새로 집을 짓고 그 집에 처음 들어갈 때 처음 불씨를 들고 부엌의 부뚜,

막에 불을 지폈다 그리고 그 부뚜막에는 항상 불씨가 있어야 하며 불씨가. ,

꺼지면 그 집의 운이 다한다는 절대적 신앙이 있었다 불씨가 꺼지면 그 불씨.

를 관리하는 며느리가 집에서 쫒겨날 정도로 부뚜막에서의 불씨는 그 집의

생명성을 나타내고 있다.

온돌이 발달하면서 부뚜막도 발달하게 되었다 온돌의 특징은 취사열기로 난.

방을 해결한다는 데에 의미가 있는데 초기 온돌은 난방용으로만 쓰이고 부뚜,

막이 분리된 형태를 보인 듯하나 아궁이가 방 밖으로 나가고 방 전체에 구들

을 놓게 되면서 부엌이라는 조리공간이 방 옆으로 붙고 한 아궁이에 취사의

기능이 더해져 부뚜막이 점차 발달한듯하다.

고려도경 제 권 권 권 권 권 권 권 등을 볼 때 채소22 , 23 , 28 , 30 , 31 , 32 , 33 ,

요리 차 병과류가 크게 발달하고 새로운 음식이 들어왔다, , .71)는 것은 주방문

화의 발달을 의미하는 것으로 능히 부뚜막의 발달을 짐작할 수 있다 고려시, .

대 여러 가지 기록과 상황으로 볼 때 사찰과 같은 민가가 아닌 곳에는 부엌, ,

칸이 따로 있어서 취사용 부뚜막이 있었고 온돌방만을 위한 아궁이가 별도로,

되어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부뚜막과 온돌방 아궁이가 겸용으로 된.

것과 따로 구분된 것이 필요에 따라 축조되었으리라 생각된다.

조선시대에는 온돌아궁이를 이용하여 취사를 하는 부뚜막이 부엌에 만들어지

며 안방과 접한 벽 쪽에 만들어짐으로써 안방구들이 아궁이와 겸용으로 축조,

된다 그러나 많은 사대부가와 농가에서 건넌방과 같은 부엌과 따로 떨어진.

아궁이에 부뚜막을 만들고 솥을 거는데 이는 더운물을 끓이거나 소죽을 쑨다,

든가 하는 것으로 부엌간 부뚜막의 보조용으로 축조된 것이다 물론 이때에도.

아궁이와 겸용이다.

이 시대에는 온돌방 의 완전한 정착으로 안방의 아궁이와 부뚜막이 하나의“ ” ,

71) 윤서석 식생활의 전통양식 전통적 생활양식의 연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 , , 1982中

양동마을 관가정의 안채 대청48. 흥국사 대웅전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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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로 자리 잡음으로써 부엌과 붙은 방이 안방 이 되고 이들 두 공간이“ ” ,

안살림의 주체적 공간이 됨으로 안방물림 즉 살림살이의 주인이 시어머니“ ” ,

와 며느리로 이어지는 관행이 이루어지는 한국 전통 생활의 주요 요소가 되었

다.72) 안방은 생산 의 공간이다 생산이라 함은 양반가문의 대를 이어주( ) .生産

는 자손을 임신하고 출산을 하는 것을 말한다 한국의 전통주거에서는 모든.

건축의 최우선은 정침으로부터 시작되었으며 이러한 생산의 공간인 정침 즉, ,

안채가 가장 중요한 중심 공간이 되었다.

부뚜막과 안방은 집안의 운명을 나타내는 불씨를 관리하는 공간인 동시에 세,

대를 이어주는 안방의 주된 구성요소로 생명력이 지속적인 연속성을 나타낸다

고 할 수 있다.

불 지피는 부뚜막50. 윤증고택 안방과 부엌51.

자연과 인공의 생태적3) (Ecological) 어울림 굴뚝(Harmony) :

부뚜막에서 불을 지피면 그 열은 고래위의 구들장에서 축열이 되어 방안을,

따습게 만들고 나무가 탈 때 나온 연기는 고래를 통해 굴뚝으로 나오게 된,

다 온돌방을 구성하게 되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것이 굴뚝이다 이러한 굴뚝. .

은 온돌의 초기 형태라 할 수 있는 자 구들에서부터 조선시대 반가와 민,ㄱ

가 그리고 현대의 신한옥, 73)에 이르기 까지 온돌의 전개와 더불어 같이 발전

하였다 굴뚝에 대한 정의와 분류 그리고 다자인적 요소에 대한 설명은 앞의. ,

장 온돌과 마루의 가치의 절 디자인요소에서 논의 한 바 있다 굴뚝의 특1 2 .

성을 보면 기능적 특성과 함께 환경적 특성 그리고 디자인적 특성이 함께, ,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굴뚝은 온돌의 연기를 외부로 빼내기 위해 공기순환.

의 대류를 이용하고 있다 공기의 압력과 바람을 이용하여 연기를 빼내는데. ,

온돌의 열 손실을 막기 위해 온돌의 개자리와 함께 굴뚝에도 개자리를 두어,

외부로 나가기 전에 열을 머금게 하는 뛰어난 기능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윤.

72) 주남철 위 논문,

73) 현대에 전통건축의 재해석과 필요에 의해 현대건축으로서의 한옥을 신한옥이라 한다.

신한옥에서는 나무를 비롯한 전통재료 뿐만이 아니라 콘크리트 철골 그리고 유리와 같은 현대의, , ,

건축재료의 사용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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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도고택의 굴뚝은 일반적인 형태의 황토와 기와를 이용한 굴뚝과 지붕의 용

마루 위에 마치 중층의 지붕의 모습을 보여주는 가지 형태가 있다 연기배출2 .

을 위한 기능을 충실하게 소화하면서도 위치에 따라 재료와 주변 모습을 적,

절히 혼합하여 만든 예라 할 수 있다.

굴뚝의 환경적 특성은 주변의 환경과 조화로운 재료와 형태를 보여 주고 있

다 단순한 배연을 위한 기능을 가진 건축요소가 아닌 주변의 산세 경사 수. , ,

목 등 자연요소와 결합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어명기가옥과 일반 민가에서.

사용되는 이엉으로 만든 굴뚝의 예를 보면 지역적 특성에 따라 높이를 조절,

하여 굴뚝을 조성하는 동시에 주변의 환경에 따라 굴뚝의 재료를 돌 혹은 기

와 이엉을 사용하여 만들었다 또한 굴뚝 위에 타고 넘어가는 넝쿨의 모습은, .

자연과의 일체를 보여주고 있으며 지붕의 재료와 같은 이엉의 자연친화적인,

모습은 건축물과 자연의 동질적인 모습을 연출하게 한다.

굴뚝은 사람이 만든 인공의 건축물이다 건축자체가 자연을 파괴하고 있는 행.

위이기 때문에 굴뚝 또한 자연의 순응에 반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굴뚝은.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자연과의 어울림을 위해 전통건축물의 재료는 나무,

돌 흙 등의 친환경적 생태재료로 이용하였다 얼마나 자연과의 어울림 속에, .

서 자연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형태를 구축하는가가 자연과의 순응을 이룰

수 있는 해결방법이다 굴뚝이 자연요소를 반영한 생태적 재료의 사용 외에.

인공의 형태적 특징을 잘 살려 디자인 한 예가 있다 주변의 건축적 디자인을.

굴뚝에 이입하여 하나의 건축군을 이루게 한 경우와 건축물의 성격을 표현하

여 상징적 의미로서 디자인한 경우도 있다 창덕궁 대조전 후원 아미산에 걸.

쳐있는 굴뚝을 보면 매우 고상하고 위엄이 있으면서도 궁중의 상징적 동물, ,

문양을 넣어 디자인하여 기능과 상징 그리고 어울림의 건축을 실현하였다, .

하회마을에서 보이는 기와로 만든 굴뚝을 보면 높으면서도 재료의 동질성과

기와를 쌓는 방법을 통한 형태적 아름다움 그리고 하회마을을 상징하는 하회,

탈의 모습을 넣어 건축물과의 동질성을 추구하였다 불갑사의 굴뚝은 굴뚝상.

윤선도고택의 굴뚝52. 어명기가옥의 굴뚝53. 민가의 이엉장식 굴뚝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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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 불교를 상징하는 만 의 문양과 부처의 얼굴을 표현하여 불교 사찰에( )卍

서의 굴뚝을 상징화하였으며 최 상부에는 상륜의 형태를 만들어 마치 탑과,

같은 모습으로 형상화하였다 이와 같은 굴뚝의 기능을 넘어선 디자인은 재료.

의 사용에 따른 자연과의 순응과 함께 형태적 디자인을 통한 인공의 어울림,

을 보여주고 있다.

정 과 동 의 상징성 난간4) ( ) ( ) (Symbolism) :靜 動

한국인에게 이상공간으로 인식되는 정자건축누각건축의 고상한 건축철학은․

시공기술의 구체적 배경을 필요로 한다 기둥 및 지붕의 조형을 위한 가구방.

법 주위환경에 따른 규모 장식과 색상 등은 물론이거니와 특히 공간의 자, , ,

연스런 연속성이 이루어져야 한다 차적으로 지붕의 연장으로 인한 처마 밑. 1

공간이 터진 공간을 흡수하고 있으나 사람의 척도에서의 배려는 난간 에( )欄干

서 그 본질을 찾을 수 있다.74)

난간 은 목탑 정자 누마루 툇마루 등의 외곽에 목재로 울타리를 돌려( ) , , ,欄干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는 마감시설이다 궁전사찰정자누각건축 등에 설치되는. ․ ․ ․

난간은 건축입면 형성에서 시각적인 아름다움을 강조하기도 하나 안정적인,

기능을 목적으로 한다 궁궐 정전 월대나 돌다리 등 석조에는 나무가 아닌 돌.

난간을 설치했다 난간은 선사시대 고상식건축에서부터 쓰였을 것으로 추정되.

며 역사시대 이후 다양하고 장식화하였다 파만자 난간은 실상사 백장암 층. 3

석탑에서도 볼 수 있다 일본 호류지 중국 운강석굴 등에서도 볼 수 있다. , .

기원전에 만들어진 인도 산치대탑의 난간은 돌난간인데 난간기둥을 세우고 횡

으로는 타원형의 가로대를 보내 만들었다 이러한 형태의 난간은 아잔타나 엘.

로라 등 인도의 많은 석굴조각에도 나타난다 따라서 난간 역시 지역적 시대. ,

적 특징이 있음을 알 수 있다.75) 누마루의 난간은 안정감을 주고 위험을 예

74) 박언곤 위의 책, , p.149

75) 김왕직 알기쉬운 한국건축용어사전 동녘, , , 2008

창덕궁 대조전 아미산 굴뚝 하회마을 굴쭉 불갑사 굴뚝55. 56.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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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하는 용도로 사용되는데,76) 난간은 크게 계자난간과 평난간 두 종류가 있

다.

계자난간은 조선시대에 널리 쓰이던 난간으로 계자다리 가 난간대를( )鷄子多里

지지하도록 만든 난간을 말한다 즉 계자다리라는 부재가 사용된 난간을 가리.

킨다. 계자다리는 측면에서 보면 선반 까치발처럼 생겼는데 판재에 당초문양

을 조각해 만든다 계자난간은 위로 올라갈수록 밖으로 튀어나오도록 만들기.

때문에 난간대가 밖으로 튀어나오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건물 안쪽에서.

는 난간대가 손에 스치지 않는 여유 있는 난간이다 교란의 단점을 보완한 조.

선시대 특징적인 난간이라고 할 수 있다.

계자난간 상세도 양동마을 무첨당58. ( )

평난간은 계자다리가 없는 난간으로 난간상방 위에 바로 하엽을 올리고 하엽

위에 난간대를 걸었다 다만 풍혈이 있는 청판을 끼웠다는 것이 머름과 다른.

점이며 하엽이나 난간대 없이 난간상방이 난간대 역할을 하는 것 등은 머름과

같다 이렇게 계자다리 없이 구성된 난간을 평난간 이라고 하며 평난. ( )平欄干

간 중에 난간동자 사이를 청판 대신에 창처럼 살대로 엮은 난간을 교란( )交欄

이라고 한다 교란은 살대의 모양에 따라 창호를 분류하듯이 아자교란 완자. ,

교란 빗살교란 파만자교란 등으로 나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에 한정되지, , .

76) 이효미 안세윤 이현수 전통한옥에 나타나는 신체적 건강 지원요소에 관한 연구, , , ,

대한건축학회 학술발표대회논문집 계획계 제 권 제 호30 1 , 2010

평난간 상세도59. 평난간 투상도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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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자 혹은 자에 살을 덧붙인 문양 등 정의하기 어려운 것들도 있다x , x .

평난간은 걸으면서 움직이는 동서위주 공간에 그리고 계자난간은 공간의 연

속시각의 연속을 요구하는 정적 공간에서 안정보호를 위한 시설을 한다 특.․

히 계자난간은 움직이는 과정이 아닌 정지된 상태에서 팔굽을 기대거나 걸터,

앉아 주위공간의 포용을 적극적으로 시도하여 내외의 공간을 연속적으로 일체

화시켜주는 개방 중립적 위치에서 이루어진다.

난간은 자체구조에서 가지는 조형으로 건물 전체의 조형미 그리고 공간의 연

축에 따라 더욱 이상적 공간구성을 조성하는 부분이다.77)

평난간과 계자난간의 공간특성의 차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가 있다 그 사례는.

창덕궁 후원의 부용정으로 북서쪽 앞 부용지를 바라보는 정면은 머무는 공간,

의 의미로 계자난간을 설치하였고 남쪽의 언덕을 향하고 있는 배면은 평난간,

으로 하여 이동의 공간을 나타내고 있다 계자난간의 공간에는 임금과 왕족. ,

그리고 중신들이 앉아서 풍류를 즐기는 공간이고 배면의 평난간의 공간은 그,

들을 시중드는 나인들의 통로공간임을 알 수 있다 이는 난간의 형식과 쓰임.

을 통한 공간의 위계를 뚜렷이 알 수 있는 사례라 할 수 있다.

대표 디자인 경회루 아자방 소쇄원 교태전2_ : , , ,

온돌과 마루의 한국 디자인 특성인 위계 연속성 어(Hierarchy), (Continuity),

울림 상징성 의 가지 특성을 바탕으로 마루의 상징(Harmony), (Symbolism) 4

적 공간이 반영된 건축 온돌의 과학성이 적용된 건축 그리고 마루와 온돌의, ,

특성이 공통으로 나타나는 건축 등 대표디자인 선을 선정하였다 그 대상은, 4 .

천문사상을 바탕으로 한 우주와 자연을 담고 무릉도원의 신선공간을 형상화,

한 마루건축의 경회루 가장 오랜 시간의 따뜻함을 간직한 과학과 기( ),慶會樓

술력을 보여주는 온돌의 건축인 칠불암 아자방 온돌과 마루를 동시( ),亞字房

에 수용했지만 배경 사상과 지형에 따라 전혀 다른 평면을 보여주는 원림건축

인 소쇄원 의 광풍각과 제월당 그리고 궁궐의 주거건축이면서 칸 대( ) , 3瀟灑園

청과 자연을 형상화한 굴뚝 디자인으로 대표적인 교태전 을 그 대상의( )交泰殿

77) 박언곤 위의 책, , p.149

부용정의 평난간좌과 계자난간우61.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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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하였다.

1) 궁의 마루에 우주를 담다 경회루36 : ( )慶會樓

조선 초기 한양의 천도에 따른 궁궐조성에는 정전과 침전 이외에 휴식과 사신

접견을 위한 정자건축으로 태종 년 년에 경회루 를 조성하였다12 1412 ( ) .慶會樓

임진왜란 때 전란에 전소된 후 조선후기 고종 년 년에 재건하였는데 경4 1867 ,

회루에 대해서는 고종 때 재야의 학자 정학순 이 그 평면 형태를 주역( )丁學洵

으로 풀이한 경회루 전도라는 그림이 전하고 있다 상층 평면의 개 내고주로. 8

둘러싸인 공간을 중궁으로 보고 개의 기둥은 괘로 보았으며 바깥고주로, 8 8 ,

둘러싸인 공간의 각 기둥 사이를 일년 개월 절기로 비유하고 다시 외진12 ,

평주를 입춘 부터 대한 까지의 절기에 맞추어 이 건물이 우주의( ) ( ) 24立春 大寒

질서와 원리에 적용하여 계획되었음을 정리하였다 경회루전도를 해석한 경회.

루서 에서 다음과 내용으로 궁을 설명하였다( ) 36 .慶會樓序

개의 돌기둥을 세워서 칸을 만들었다 중궁에서 보면 방이 각각“ 48 35 . 4…

겹으로 둘러쳐져 있다 이것은 마치 하도 와 같다 건물은 칸의4 . ( ) . 35河圖 …

구조이지만 궁이라 명명함은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이다 지붕은 허로서36 . ‘

태극이라 불리는 모양을 얻게 되니 그것을 하나로 보느니라 고 해석해서’ 48

개의 기둥구성으로 된 칸과 지붕 위를 하나로 간주하여 궁이라 불리게35 36

된다.”78)

경회루에서의 대자연법칙은 위에서 보인 경회루삼십육궁지도에서 보인 바와

같다 그 대자연의 이치를 경회루의 조성계획의 예를 들면 건축물이란 자연. 彛

자체이어야 하므로 공간 및 평면의 의미가 태극 양의 사상( ) ( ; )太極 兩儀 陽陰․ ․

팔괘 오행( ; ) ( ; ) ( ; )四象 春夏秋冬 八卦 乾兌離震巽坎艮坤 五行 土木金火水․ ․ ․ ․ ․ ․ ․ ․ ․ ․ ․ ․ ․

의 수치와 향이 맞아야 된다는 한국건축자체가 소우주를 의미한다 라는 뜻.彜

으로 형이상학적 우주론이 인간행위가 자연을 정복할 수 없다는 원천적 공간,

78) , , .其內 第一重爲三間 以象天地人三才 柱用八 以象八卦 每間用 四是 三十二象也彝 牖

, . .第二重十二間 卽軒也 象十二月 柱用十六取十六象 每間用 四是 六十四卦之象也 是爲牖

. .第上層最其外爲第三重 凡二十間卽廊 也 柱用二十四 以象二十四方 及 逐用節侯 橋列以三取廡

.以象三光也 門對以兩取 以象儀也 …彞

경회루의 내부공간과 낙양각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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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이라고 볼 수 있다.

경회루에서 궁지도를 보면 가운데의 중궁 은 칸으로 구성된 천지인의36 ( ) 3中宮

공간이다 국왕은 외국의 사신을 영접하고 환영하는 행사를 할 때 바로 경회.

루의 중궁에서 행하였다 바로 유교적 질서를 공간으로 형상화한 칸의 공간. 3

은 최상의 공간을 말하고 있으며 온돌과 마루의 특성 중 위계 의, (Hierarchy)

사례라 할 수 있다 그리고 중궁에서 바깥으로 바라볼 때 계자난간과 낙양각.

으로 인한 환상적인 모습은 정적인 무릉도원의 공간을 보여주는 상징성

을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Symbolism) .

2) 일의 열기를 품다 칠불암 아자방49 : ( )亞字房

불가에서는 면벽 수련을 하던 곳으로 지리산 칠불암 아자방 이 있는( )亞字房

데 칠불선원 사적기 에는 신라 대 지마왕 년 에 축조하였다는 기록,‘ ’ 6 8 (119)

경회루 궁지도63. 36



52

이 있다 이곳에서 서선대사가 정진하였고 조선 순조 년 대은대사가. 28 (1828)

율종을 수립하였다 신라 말의 고승 도선국사 가 저술한 옥룡자결. ( ) (道詵國師 玉

을 보면 하동 땅에서 북쪽으로 백리 가면 와우형 의 명지가) “ 1 ( )龍子訣 臥牛形

있는데 이곳에서 집을 지으면 부는 중국의 석숭 못지않고 백자천손이 번창할

것이며 기도처로 삼으면 무수인이 득도할 것 이란 내용을 접할 수있다 본래” .

의 이름은 벽안당 이었다 아궁이는 나뭇짐을 지고 아궁이 안으로 들( ) .碧眼堂

어갈 수 있을 정도로 컸다고 한다 겨울 동안거가 시작되는 월에 일곱 짐. 10

의 장작을 세 개의 아궁이에 불을 지펴놓으면 이듬해 정월 해제 때까지 일49

동안이나 모두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고 벽면까지 따뜻했다고 한다.

아자방의 온돌고래는 온돌의 과학성 및 기술성의 극치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

례이다 재료인 돌과 흙 등으로 이루어진 온돌은 자연친화적 즉 생태적인 연. ,

속성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 사례이다 특히 아자방은 한번 불을 때면 일을. 49

지속하였다고 알려졌는데 이러한 특징은 자연친화적 재료가 가지는 생명력을,

담고 있으며 그 생명력을 효과적으로 이용한 우리 조상들의 슬기를 보여준,

다고 할 수 있다 아자방 온돌이가지고 있는 자연 친화적 재료 돌의 축열을. ,

이용한 과학성 그리고 고래의 기술적인 시공과 구조적 특수성은 온돌의 특성,

인 생태적(Ecological) 어울림 과 생명의 연속성 이 잘(Harmony) (Continuity)

나타난 사례라 할 수 있다.

칠불암 아자방 온돌66. ( ) ( )七佛庵 亞字房 칠불암 아자방 온돌고래67. ( ) ( )七佛庵 亞字房

칠불암 아자방 전경64. ( ) ( )七佛庵 亞字房 칠불암 아자방 내부65. ( ) ( )七佛庵 亞字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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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류와 강학을 논하다 담양 소쇄원3) : ( )瀟灑園

담양 소쇄원은 양산보가 조성한 별서로서 소쇄원이란 명칭은 양산보(1503～

의 호가 소쇄옹이기 때문에 그의 호를 따서 이름 지은 것이다1557) .

소쇄원도는 목판에 새긴 것인데 새긴 해가 숭정기원후 삼을해년 청화(崇禎紀

로 되어있다 숭정기원후 삼을해년 청화는 년 월이) . 1755 4元後 三乙亥年 淸和

된다 그런데 오른쪽 외곽에 우암 필이라 새겨져있다 우암은 송시열의. ( ) .尤庵

호인데 송시열의 생존 연대는 년부터 년 사람으로 소쇄원도를 새긴1607 1689

해와는 거리가 있으나 소쇄원의 정취를 시로 쓴 하서 김인후와 관련이 깊고

또 양산보의 둘째 아들 자징과 관련성이 깊다 송시열은 하서의 비문도 쓰고.

또 집안에 전하는 바로는 자징의 행장을 지었다 한다 양산보의 둘째 아들 자.

징은 김인후에게 글을 배우고 그 집 사위가 되어서 하서의 행장을 쓰고 하서

집을 정리한 학자이기도 하다 이런 연유로 송시열이 소쇄원을 보고 하서의.

영시를 감상하면서 소쇄원도의 글씨를 쓴 것으로 보인다48 .79)

소쇄원도68.

조선시대 이후 호남지방에 건축되었던

정자 는 중앙에 방을 들이는 것이( )亭子

다른 지역과 구분된다 송순. ( ,宋純

이 면앙정 을 짓1493 1583) ( )仰亭～ 俛

자 기대승 이, ( , 1527 1572)奇大升 ～

삼간사허 로 건물의 모습‘ ( )’三間四虛

을 설명했다.80) 즉 정면 칸 건물로, 3

서 가운데 칸에 온돌방을 들이고 사1

방이 개방되어 칸 건물에 사방이 빈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소쇄원의 광,‘3 ’ .

79) 정재훈 한국전통조경 조경, , , 2005

80) 제 권. 2 ,高峯集 仰亭記俛

소쇄원 전경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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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각 역시 삼간사허의 모습을 구현한 사례라고 볼 수 있다.81) 반면에 제월당

은 정면 칸 중 칸의 온돌방이 치우쳐 배치된 형태를 보인다3 1 .

이런 온돌과 마루의 배치에 있어서의 차이는 건물의 사용과 기능에 따른 차이

라고 할 수 있다 폐쇄적인 성격을 지니는 온돌방과 개방적인 성격을 지니는.

마루의 결합은 어떻게 그리고 얼마나 개방할 것인가 혹은 무엇을 위하여 개,

방할 것인가에 의해 결정된다.

광풍각은 삼간사허의 개념에 따라 가운데 온방에서 면의 트인 시야를 즐기3

며 주변에 조성한 원림을 감상하기 위해 온돌방을 둘러 싼 마루를 배치하였

다 풍류의 시각은 광풍각의 뒤편 아궁이에서 시작된 온기가 앞쪽의 기단에.

난 굴뚝의 연기로 퍼지는 모습에서 절정을 이루게 된다 계류를 따라 흐르며.

광풍각을 감싸는 연기는 물안개가 일지 않는 날에도 선계 에 와있는 듯( )仙界

한 착각을 불러일으킨다.

반면에 제월당의 온돌방은 전혀 개방적이지 않으나 칸짜리 마루는 광풍각보2

다 넓고 많은 사람을 수용할 수 있게 되어있다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제월당.

은 주인이 거처하며 오고가는 손님을 지켜볼 수 있는 시각적 위치를 선점하고

있을뿐더러 마루와는 별개로 활동할 수 있는 온돌방을 둠으로써 마루의 넓은

공간을 유지하고 개인의 사적인 생활까지도 보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소쇄원의 광풍각과 제월당은 온돌과 마루의 특성 중 칸의 예제적 건축공간3

을 적용한 위계 자연과 생태적 어울림 그리고 생명(Hierarchy), (Harmony),

력의 연속성 이 잘 나타나 있는 사례이다(Continuity) .

광풍각의 간 허의 개념은 자연과 주변 경관을 건축물로 흡수하고 동화하고3 4

자 하는 성리학자들의 사상적 특징이 나타나 있다 양산보는 주자가 자연에서.

의 이상향을 무이구곡가를 통하여 실현한 것과 같이 소쇄원을 통하여 자신이,

그리는 자연을 형상화 하였다 양산보는 소쇄원을 조성하면서 자신이 그리는.

원림을 만들기 위해 인공적 요소를 통해 자연과 어울림을 실현하였다 현재, .

소쇄원을 보면 전혀 인공적 요소를 찾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자연과의 동화와,

어울림 의 특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자연의 어(Harmony) .

81) 전봉희 이강민 칸 칸 한국건축의 유형학적 접근 서울대학교출판부, , 3 x3 , , 2006

삼간사허의 광풍각70. 제월당의 강학공간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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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림 공간에 광풍각과 제월당은 칸의 예제적 공간을 배치함으로 유교의 성3

리학적 위계 를 동시에 보여 주고 있다 칸 규모의 광풍각과 제(Hierarchy) . 3

월당은 공간의 쓰임에서 차이가 난다 광풍각이 자연의 순응과 동화가 그 목.

적이라면 제월당은 학문의 연속성을 위한 강학공간을 실현하였다 서로의 관, .

심학문을 연구하는 모임인 학파는 그들이 추구하는 학문의 생명이 연속됨을

하나의 목표로 하였다 부뚜막에서 거주자들의 대를 잇기 위한 생명의 연속성.

을 말한다면 제월당의 칸 마루 공간은 성리학자 자신의 학문을 잇기 위한, 2

학문의 연속성 으로 대비할 수 있을 것이다(Continuity) .

예를 갖추고 자연을 품다 경복궁 교태전4) : ( )交泰殿

교태전은 왕비의 정침 건물로 태조 때에 최초로 경복궁이 건설될 때에는 지어

지지 않았으나 세종대에 이르러 처음 건설되게 되었다 왕은 정침이나 소침, .

등으로 옮겨 자기도 하지만 정비는 언제나 자기 침전을 지키고 또 이 정비의

몸에서 왕자가 태어나야 왕위를 계승하는 가장 정석의 승계가 되므로 교태전

은 경복궁의 침전 중에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이었다. 82)이후 온돌을 수리하

는 도중 화재가 발생하여 소실되거나 임진왜란으로 인해 소실되었다가 고종

때의 경복궁 중건 당시 뒤편의 아미산과 함께 건설되었고 이후 창덕궁 대조,

전 복원에 자재를 쓴다는 명목으로 일제에 의해 철거되었다가 년 강녕전1995

과 함께 복원되었다.

교태전은 강녕전에서 양의문을 통과하면 도달할 수 있다 동측 후면으로는 청.

과 방이 있어 후편의 아미산과 연결되는 배치를 취하고 있다 교태전은 정면.

칸 측면 칸으로 중앙에 정면 칸 측면 칸의 대청을 두고 이 와주에 정9 , 4 3 , 2 ,

면 칸 측면 칸의 온돌방을 온돌방 옆은 벽체로 마감하고 그 밖으로 누를2 , 2 ,

두었다 또 청과 방의 전면에는 툇마루를 후면에는 툇마루와 협실을 두었다. , .

함실아궁이를 두어 아미산의 굴뚝과 연결되어있다.

후원이 단으로 조성된 아미산 은 중국의 선산을 상징한 이름이다 이( ) .峨嵋山

아미산에는 장대석으로 된 단의 화계 가 있으며 화계의 단에는 괴석4 ( ) (花階 怪

82) 정재훈 위 책,

교태전의 칸대청72. 3 교태전 후원 아미산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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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구 석지 들이 놓여있고 앙부일귀 대가 남아있다 괴석은 팔), ( ), ( ) .石 石溝 石池

각 사각의 석분 위에 심어져 있으며 석분에는 화문 이 조각되어있, ( ) ( )石盆 花紋

다 석구는 거북좌대 위에 두 마리 용이 서린 형상의 것이 있고 연화형 수조.

에 월궁을 상징한 두꺼비가 새겨진 것도 있다.

아미산에서 교태전을 이어주는 요소인 굴뚝은 각형의 꽃전으로 아름답게 축6

조하였고 개가 서있다 이 굴뚝은 높이 인데 굴뚝의 벽면에 당초4 . 2600mm

문 소나무 대나무 매화 모란 국화 용 호랑이 박쥐 해태 구름 등 정, , , , , , , , , ,

교한 문양을 색깔이 있는 조형전으로 구워서 벽면에 박아 장식하였다 이는.

왕과 신하 그리고 행복과 장수 사군자의 선비적 고고함 등을 상징한 것이다, .

경복궁의 교태전은 궁궐 침전의 정형적 평면형태를 보여준다 칸대청을 중심. 3

으로 좌우 대칭의 유교적 위계 를 보여주고 있는데 궁궐건축이 우(Hierarchy) ,

리나라 건축의 정형과 모범이었음을 볼 때 양반들의 주거건축에 영향을 주었,

음은 자명한 사실일 것이다 비록 교태전의 칸대청이 유교적 행례는 이루어. 3

지지 않았지만 그 상위공간으로서의 상징적 존재감은 주거건축의 대표성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교태전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왕비의 처소에서 일어난다 반가의 안방과 같은.

기능을 가진 왕비의 처소에서는 세자와 왕자들을 생산하는 생명의 연속성

을 내포하고 있다 교태전 안방의 주인이 나라의 주인이라는 말(Continuity) .

이 있듯이 교태전은 구중심처라는 말과 같이 조선왕조를 지탱하는 왕들이 태,

어나는 실질적인 궁궐의 중심이었으며 가장 보호되었던 생명의 근원지이며,

연속성을 가진 공간이었다 교태전 후원의 굴뚝과 그 문양은 자연과의 어울림.

과 상징성 을 동시에 보이고 있다 단 구성의 아미산(Harmony) (Symbolism) . 4

단위에 일렬로 선 굴뚝은 화려하면서도 화단과 일체된 모습을 보여 디자인적,

어울림을 보여준다 그 어울림 속에서 문양의 자연요소와 상상속의 동물은 왕.

실의 위엄과 건강을 염원하는 상징적 요소로서 작용하였다.

이러한 교태전의 칸대청 마루와 왕비처소의 온돌 그리고 아미산 굴뚝은 온3 ,

돌과 마루의 위계 연속성 어울림 상징(Hierarchy), (Continuity), (Harmony),

성 의 가지 특성을 모두 함축하고 있는 대표적인 디자인 사례라(Symbolism) 4

할 수 있다.

교태전 후원 아미산의 가지 굴뚝74.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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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조형적 가치1 .

드러나는 조형원리 분할과 융합:

온돌과 마루는 일단 생활공간이라는 데에서 공통점을 지니지만 거의 모든, ,

면에서 다르다 온도 색감 냄새 소리 등을 비롯해 주요 기능과 폐쇄감 개. , , , ,

방감 까지 상반된 공간구조를 지닌다.

상반된 공간구조를 지니는 데에는 한국 자연환경의 영향이 컸고 이는 생활양,

식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또 관련된 사상과 의식들은 공간의 성격을 구분하. ,

였고 조형물에 담긴 격식이나 의미까지도 부여하였다.

온돌방에서는 이윽고 아궁이가 문 밖으로 나가면서 취사의 공간과 보온의 공

간이 분할되고 취사의 노 와 보온의 노가 합쳐져 하나의 아궁이를 이루며( )盧

부뚜막을 형성하게 된다 공간의 분할과 기능의 융합이 시대를 거치며 적절히.

발전한 사례로써 한국전통주택의 이미지를 잘 반영하고 있는 모습이 되었다.

마루혹은 입식문화에 온돌방이 유입되며 사적공간온돌방과 공적공간마루( ) ( ) ( )

이 확연히 구분되기 시작한다 이는 폐쇄감과 개방감으로 공간의 심상이 확장.

되면서 한국전통건축 조형원리의 기본요소로 자리 잡게 된다.

창호와 벽체를 제하고도라도 바닥 면의 기능과 패턴만으로 공간의 성격과 기

능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한 공간에서 다른 성질을 분리시켜 공간을 구획하.

는 것이 아니라 온돌과 마루라는 상반된 요소로 공간을 완전히 분할시킨 뒤

그 요소들을 결합시켜 하나의 완성체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장 현대적 재해석과 가치2 .

바탕이 되는 요소들:

고래1_

고래는 온돌의 열기를 전달하는 길로써 다양하고 입체적인 요소를 자랑하는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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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조 가옥 문간채 고래자리75. 익산 미륵사지 호 건물터76. 10

회암사지 온돌유구77. 회암사지 중문 동회랑 온돌유구78.

대비사 요사채 온돌유구79. 경복궁 교태전 온돌유구80.

굴뚝2_

온돌에 있어서 굴뚝은 외부에서 온돌의 존재를 파악 할 수 있는 연기 배출구

인데 다양한 재료로 마감을 하고 있고 위치나 형태에 따라 그 기능을 달리,

하는 경우도 있다.

단순한 온돌의 연기 배출구가 아닌 장식성도 있기 때문에 한국전통건축의 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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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인적 요소로 손꼽을 수 있다 현대에는 굴뚝의 장식성에 대해서 다양한 무.

늬를 시도하기도 한다.

경복궁 교태전 굴뚝81. 추사고택의 굴뚝82.

정여창고택의 담장 굴뚝83. 옹기로 만든 굴뚝84.

독락당 계정의 굴뚝85. 군지촌정사의 굴뚝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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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루와 난간3_

한국의 마루는 공용 공간 혹은 예 의 공간의 중심으로써(public space), ( )禮

단 차이를 두거나 난간을 설치하여 격식을 표시하기도 하였다 우물마루의 패.

턴은 구조적인 역할을 표현함과 동시에 그 비례는 한국 마루의 전통 문양으로

발전할 가치가 있다.

의성김씨 종택의 안채 대청87. 윤증고택의 안채 대청88.

병산서원의 만대루89. 도산서당의 마루와 가설마루90.

안압지 출토 파만자 난간91.

향단의 안대청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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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 충효당 정면93.

매산종택의 정면94.

장 현대적 디자인 사례3 .

삼하리 주택 류춘수 경기도1_ : , , 1986

재료 색상 스케일 등 한옥의 전통미가 현대적인 방법으로 표현된 목구조 건, ,

축 삼하리주택 은 김수근 선생의 그늘에서 벗어나 독자적으로 수행된 그‘ ’

의 대표적인 주택설계이다 이 주택은 그 당시 건축계에서거의 잊히고 있던.

가구식 목구조와 한옥의 현대화 가능성을 보여주면서 건축가 류춘수를 가장

한국적인건축가로 인식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마루와 온돌방 칸 대청과 다락 등의 요소를 현대적으로 잘 해석한 작품이,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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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면에서 볼 때 대청과 온돌방 툇마루 등을 표현하였는데 한국전통주택. , ,

의 모습을 잘 인용하였다.

건물 후면의 데크는 부엌과 연결되어 안채 뒷마당의 마루를 표현하고 있다, .

또한 스튜디오로 되어있는 별동 건물은 밑의 공간을 띄워 누마루가 있는 사랑

채 혹은 별당의 심상을 느끼게 한다.

삼하리 주택 평면도95.

삼하리 주택 정면 모습96. 삼하리 주택 툇마루 모습97.

수졸당 승효상 서울2_ : , , 1993

수졸당에서 공간 구성의 중심은 안

뜰이 되는데 안뜰에는 중심장소라,

는 것을 표시해주듯이 감나무가 심

어져 있다 안뜰은 공간 성격이 마.

당으로 볼 수 있지만 바닥은 우물마

루 패턴으로 마감하였다 거실은 한.

걸음 물러나 완전한 실내로 구성되

었으나 삼하리 주택과 마찬가지로수졸당 평면도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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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창으로 마루의 조형을 안으로 들여오고 있다.

수졸당 마당 모습99. 수졸당 마당 모습100.

라궁 조정구 경주3_ : , , 2007

북촌의 한옥을 참고로 하여 한옥 호

텔을 만든 것이 라궁이다 라궁은.

마치 경복궁 연경당처럼 북촌의 아,

기자기한 공간처럼 늘어놓은 일정,

한 공간객실과 노천 온천을 결합( )

시킨 형태이다.

작은 단위인 객실에서 마루와 마당,

온돌방 누마루의 결합이 착실히 이,

루어지고 있다.

라궁의 온돌방 모습102. 라궁 누마루의 야외온천103.

가나아트센터 장 미셀 빌모트4_ :

외관으로 극히 모던한 풍을 지닌 가나아트센터는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레벨,

라궁 객실 평면도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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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따라 넓은 공간에 데크가 자리 잡고 있다 이 데크는 휴식의 공간이 되기.

도 하고 공연의 공간이 되기도 하는데 중정의 느낌으로 가나아트센터 내의,

시선을 집중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국 현대 건축의 데크는 마당과 마루를 합쳐놓거나 툇마루와 발코니의 개념,

혹은 누마루를 사용자의 입장에서 형상화 시키거나 그러한 심상을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 이런 면에서 가나아트센터의 데크 마당은 성공적인 디자인 사례.

로 꼽을 수 있다.

가나아트센터 정면104. 가나아트센터 데크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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