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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해 4月 13日부터 3일간(日間)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 조사계획(調査計劃)에 

의거(依據) 문화재위원회위원장(文化財委員會委員長) 김상기 박사(金庠基 博士), 최순우 

위원(崔淳雨 委員)을 수행(隨行)할 기회(機會)를 얻어 전라남도 해남읍 연동(全羅南道 

海南邑 蓮洞)에 위치(位置)한 고산 고택(孤山 古宅)을 실견(實見)한 바 있다.

  전라남도 지방(全羅南道 地方)의 주택조사(住宅調査)는 지금까지 미흡(未洽)한 곳이 

많았다. 이조 주택(李朝 住宅)은 주로 서울지방(地方)을 중심(中心)으로 안동(安東), 강

릉지방(江陵地方)에  그 유구(遺構)가 다소(多少)나마 잔존(殘存)되어 있어 이곳의 주택

(住宅)들이 집중적(集中的)으로 조사 대상(調査 對象)이 되어 왔다. 전라도지방(全羅道

地方)의 주택조사(住宅調査)는 서민주택(庶民住宅)이 몇몇 조사(調査)의 대상물(對象物)

로 그것도 일인(日人)의 손을 거쳤을 뿐 중류계급(中流階級) 이상(以上)의 주택(住宅)은 

소개(紹介)된 사실(事實)이 없어 한국 주택사 연구(韓國 住宅史 硏究)에 미개척지(未開

拓地)로 되어 오던 터이다. 고산 고택(孤山 古宅)의 소개(紹介)로 이 지방(地方)의 주택

연구(住宅硏究)에 도움이 될까 하여 몇 시간 안 되는 수박겉핥기식(式) 조사(調査)나마 

일고(一考)의 가치(價値)가 있을 것으로 믿어 간단(簡單)히 자료(資料 紹介)에 그치려 

한다.

(2)

  전라남도 해남읍(全羅南道 海南邑) 군청소재지(郡廳所在地)로부터 동남방(東南方) 약

(約) 4㎞의 거리(距離)의 연동(蓮洞)[구명(舊名) 백연동(白蓮洞)] 부락(部落)에 위치(位

置)한 고산 고택(孤山 古宅)은 동동북(東東北)에 덕음산(德陰山)을 등지고 북(北)에는 

덕음산(德陰山)의 지맥(支脈)으로 둘러 쌓인 평탄지(平坦地)에 자리를 잡고 있다.

  지세(地勢)에 따라 건물 평면(建物 平面)의 장축(長軸)은 동서(東西)로 뻗고 단축(短

軸)은 남북(南北)으로 놓 다. 비교적(比較的) 넓은 대지(垈地) 위에 단형(短形)의 공장

(空墻)을 외곽(外廓)으로 쌓았다. 이 공장(空墻) 중심부(中心部)에 주건물(主建物)을 서

향(西向)하여 ㅁ자형 평면(字型 平面)으로 앉히고 주건물(主建物) 전방(前方)에는 □형

(型) 평면(平面)의 행랑(行廊)채를 남북방향(南北方向)으로 놓았다.

  외곽 공장(外廓 空墻)의 동남 우각 내진(東南 牛角 內陣)에는 서향(西向)의 안사당(사

당(祠堂)]이 자리잡고 그 외진(外陣)에는 동(東)쪽에 어초은사당(魚樵隱祠堂), 남(南)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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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고산사당(孤山祠堂)을 배치(配置)하고 있다.

  평면형식(平面形式)을 외부(外部)로부터 안채에 이르는 순서(順序)에 따라 살펴보면 

주건물(主建物) 서편(西便)에 남북(南北)으로 길게 놓인 줄행랑 중앙부(中央部)의 남향 

대문(南向 大門)을 들어서면 사랑마당이 된다. 사랑마당 서북우(西北隅)에는 남북장(南

北長) 15.5척(尺), 동서장(東西長) 13.5척(尺), 심(深) 3.2척(尺)의 연못이 있고 그 동(東)

쪽에는 화강석 기단(花崗石 基壇) 위에 사랑(舍廊)채가 있다. 사랑채는 안채와 연결(連

結)되어 안채의 ㄷ자형(字型) 평면서측(平面西側)에 남북(南北)으로 놓여 주건물(主建

物)이 ㅁ자형(字型) 평면(平面)이 되도록 하 다.

  사랑채를 좌측(左側)에 두고 사랑채 기단(基壇)의 서남우(西南隅)에 마련된 석계(石

階)를 오르면 남행랑(南行廊) 앞마당이 남(南)쪽으로 길게 펼쳐진다. 사랑채 남단 후면

(南端 後面)과 안채에 딸린 건너방채의 서단 광(西端 廣)[원래(原來)는 건너방 부엌) 사

이의 남향(南向)의 중문(中門)을 들어서면 앞마당을 중심(中心)으로 동(東)쪽에는 대청

(大廳)이 있고 북(北)쪽에는 안방채, 남(南)쪽에는 건너방채, 서(西)쪽에는 사랑(舍廊)채

가 된다. 안채의 동(東)쪽에 서향(西向)하고 있는 대청간(大廳間)은 그 좌우(左右)에 안

방채와 건너방채를 남(南)과 북(北)에서 서(西)쪽으로 뻗혀 사랑채 후면과 연결(連結)시

키고 있다.

  안방에 달린 부엌 북면(北面)에는 출입문(出入門) 2개소(個所)가 있어 한쪽 문으로는 

안방채의 뒷마당으로 통(通)하게 되었고 다른 문으로는 내측간(內廁間)으로 통(通)하게 

되었다.

  안방채 뒷마당에는 광간(廣間) 한채(동(棟)]와 계사(鷄舍) 한채가 대청간(大廳間) 동면

벽(東面壁)에서 연장(延長)되어 안방채 부엌 북면 외벽(北面 外壁) 중앙(中央)에 이르는 

구형 내장(矩形 內墻)안에 북(北)과 서(西)에 자리잡고 있다. 이 안방채 뒷마당 동(東)쪽

에는 장방형의 얕으막한 장독대를 마련하고 그 동남(東南)쪽에는 안방의 굴뚝이 서 있

다.

  다시 앞마당으로 나와 건너방채와 대청간(大廳間) 웃방 사이의 남면 출구(南面 出口)

로 나오면 넓은 건너방채 뒷마당에 이른다. 이 뒷마당에는 현재(現在) 건물(建物)이 한

채도 없으나 원래는 건너방 부엌(현재(現在) 창고(倉庫)]에 연속(連續)된 후문(後門) 및 

광간(廣間)의 3간(間) 건물(建物)이 있었다 하나 년전(年前) 헐리고 말았다. 건너방의 후

면(後面) 툇마루 앞에는 우물이 있어 이곳에서 식수(食水)를 공급(供給)한다. 이 건너방

채 뒷마당 동남(東南)쪽의 안사당은 안채의 지면(地面)보다 한층(層) 높은 대지(垈地) 

위에 담을 구형(矩形)으로 돌려치고 있다.

  안사당 북(北)쪽 즉(卽) 안채의 대청(大廳) 뒷마당은 넓은 후원(後園)이 있다. 이 후원

(後園)에는 대나무가 무성(茂盛)하다.

  건너방채 뒷마당과 중문(中門) 동(東)쪽에서 남(南)으로 길게 뻗힌 내장 남단(內墻 南

端)에는 협문(夾門)이 있어 외부로 통(通)하게 되었다.

  이상의 건물(建物) 외(外)에는 사랑마당 북(北)쪽의 4간(間) 초가(草家)와 이 건물(建

物) 동북(東北)쪽의 2간(間) 초가(草家)가 있다. 이들 건물(建物)은 모두 근년(近年)에 

세운 건물(建物)들이다. 이들 두 건물(建物)은 현재(現在) 외측간(外厠間) 및 내측간(內

廁間)으로 사용(使用)되고 있다.

  안채의 부속건물(附屬建物)로 현재(現在) 볼 수 없는 건물(建物)로는 안방 부엌에 달

렸던 2간(間)의 찬방(饌房) 및 세기장(洗器場)이 있고 안마당 안의 중층 건물(重層 建

81



物)이다. 안마당 안의 중층 건물(重層 建物)은 안방 부엌과 건너방 부엌 사이에 있었다 

하나 서기(西紀) 1962年에 도괴(倒壞)되어 그 형상(形狀)을 알 수 없다. 이 중층 건물

(重層 建物)에는 상층(上層)이 광간(廣間)이었고 하층(下層)이 방앗간이었다 한다.(현재 

화단(現在 花壇)] 이 중층 건물(重層 建物)은 안마당의 지면 낙차(地面 落差)를 이용(利

用)하여 상속(上屬)의 광간(廣間)은 앞마당에서 목조(木造) 틀계단(階段)을 밟고 오르도

록 하 고 하층(下層)의 방앗간은 사랑채 뒷편에서 출입(出入)하도록 되었다 한다. (윤

창식씨(尹昌植氏) 담(談)]

  이상에서 각동(各棟)의 배치(配置)를 간단(簡單)히 살펴보았다.

각동별(各棟別) 평면형식(平面形式)과 구조양식(構造樣式)의 세부(細部)를 보면 다음과 

같다.

    ① 안 채

  평면형식(平面形式)은 ㄷ자형(字型) 평면(平面)으로 중앙(中央)에 대청(大廳)을 두고 

좌우(左右)에 안방과 건너방을 두었다. 대청(大廳)은 3간통(間通)의 우물마루로 전면(前

面)에 툇마루를 달고 툇마루와 대청간(大廳間) 사이에는 사분각(四分閣)세살문(細箭門)

을 달아 개폐(開閉)하도록 하고 필요시(必要時)에는 연목(椽木) 끝에 달린 들쇠에 얹어 

완전(完全)히 개방(開放)하도록 되었다. 대청(大廳)의 후벽(後壁)은 중앙간(中央間)이 쌍

여닫이 판문(板門)으로 되고 좌우협문(夾門)은 외여닫이 판문(板門)으로 하여 뒷마당의 

죽림(竹林)이 한눈에 들어오도록 되었다. 대청 북면(大廳 北面)은 안방에 연결(連結)된 

2간(間)의 마루가 달렸다. 안방 마루 1간(間)과 이에 연속(連續)된 못마루 1간(間)은 독

립문(獨立間)으로 하 다. 못마루와 대청(大廳) 사이는 벽(壁)으로 차단(遮斷)하 고 안

방 마루와 못마루 사이는 쌍미닫이 판문(板門)으로 되었다. 못마루(대청(大廳)과 안방마

루 사이의 모서리 마루)는 현재(現在) 광간(廣間)으로 사용(使用)되고 있다. 안방 마루

와 못마루는 모두 북면벽(北面壁)에 대청간(大廳間)에서와 같이 쌍여닫이 문(門)을 달고 

툇마루를 깔았다.

 안방마루 면(面)에는 온돌(溫突) 2실(室)이 달려 있고 그 옆에는 부엌과 광간(廣間)이 

연결(連結)되어 있다. 온돌(溫突) 2실(室)은 윗방과 아랫방으로 나뉘어 있으나 그 크기

는 협소(狹小)하다.

  윗방과 아랫방 사이에는 미닫이문을 달아 통간(通間)이 되도록 하 다. 이들 안방은 

모두 안마당 쪽으로 쌍여닫이 세살문으로 달아 툇마루로 통(通)하게 되었다. 아랫방과 

부엌 사이의 벽면(壁面)에는 벽장문(壁欌門)이 두 군데 달려 다락에 오르도록 하 다.

  지금은 개수(改修)되어 원상(原狀)을 알 수 없으나 부엌 위는 전면(全面) 안방 다락으

로 사용(使用)하도록 된 것을 부엌 높이가 얕아 부엌에서의 활동(活動)이 불편(不便)하

여 년전(年前) 대폭 축소(大幅 縮小)하여 지금은 부엌과 안방 사이에 조금 남겨 두었을 

뿐이다. 다락 평면(平面)이 부엌 면적(面積)과 동일(同一)하 을 것이니 그 크기는 안방 

크기에 비해 작지 않은 면적(面積)이었음을 알 수 있다.

  부엌 북면(北面)에 연결(連結)되어 있었다는 찬방(饌房)과 세기장(洗器場)은 그 규모

(規模)를 알 수 없다. 대청간(大廳間)과 안방 전면(前面)에는 툇마루를 깔아 안방과 대

청(大廳)을 연결(連結)시키는 통로 역할(通路 役割)을 하고 있다. 방(房)과 대청(大廳)을 

연결(連結)시키는 툇마루의 시설(施設)은 서민주택(庶民住宅)으로부터 상류주택(上流住

宅)에 이르기까지 흔히 볼 수 있는 시설물(施設物)로서 특히 남선지방(南鮮地方)의 주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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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住宅)에서 많이 볼 수 있다.

  大廳 南面에는 1간(間)의 온돌방(溫突房)이 달려있다. 이 방(房)은 大廳間과 直接 連

結된 방(房)으로 中流住宅이나 上流住宅에서 웃방에 해당(該當)되는 실(室)로 보인다. 

이 웃방 남면(南面)에는 툇마루를 두어 웃방 南壁의 쌍여닫이문을 통해 연결(連結)시켰

다.

  웃방 서(西)쪽에는 웃방 부엌을 격(隔)하여 건너방이 있다. 웃방 부엌은 안마당과 건

너방의 뒷마당으로 통하게 되있고 웃방과 부엌 사이에는 외여닫이문을 달아 부엌으로 

출입(出入)하도록 하 다.

  건너방은 2間通 온돌방(溫突房)으로 전후(前後)에 툇마루를 깔았다. 출입문(出入門)은 

건너방 윗방과 아랫방 남(南)과 북면(北面)에 쌍미닫이에 쌍여닫이문을 달아 안마당과 

뒷마당으로 출입(出入)하도록 하 다. 윗방과 아랫방 사이에는 미닫이문을 시설(施設)하

여 2실(室)을 1실(室)로 사용(使用)할 수 있도록 하 다. 건너채 아랫방에 연접(連接)한 

부엌(현 창고(現 倉庫))의 길이는 안방 부엌과 같고 폭(幅)은 약간(若干) 적다. 이 부엌

은 현재(現在) 창고(倉庫)로 개수(改修)되어 전면(全面)을 시멘트 몰탈로 도장(塗裝)하

다. 이 부엌 내부(內部)에는 서(西)쪽에 독고(庫)가 있었다 한다. 부엌 남(南)쪽 외부

(外部)에는 3간(間)의 서향 건물(西向 建物)이 있어 북(北)으로 디딜 방앗간 1간(間) 중

앙(中央)이 미역창고(倉庫), 남(南)쪽에 후문(後門) 1간(間)을 두어 건너방 부엌과 연관

(連關)토록 하 던 것 같다.

  안채의 평면형식(平面形式)은 상기(上記)의 내용(內容)과 같이 ㄷ자형(字型) 평면(平

面)으로 서울지방(地方) 및 경남북지방(慶南北地方)의 중류 이상(中流 以上)의 주택 평

면형(住宅 平面型)에서 많이 볼 수 있다. 그러나 각실(各室)의 배치(配置)는 특이(特異)

한 바 있다. ㄷ자형(字形) 평면형식(平面形式)의 일반적(一般的)인 실 배치(室 配置)는 

대청(大廳)을 남향(南向)하도록 배치(配置)하고 대청 좌우(大廳 左右)에 안방과 건너방

을 두며 부엌은 안방에만 다는 것이 통례(通例)이다. 그러나 이 주실(住室)에서는 대청

(大廳)을 서향(西向)하도록 하고 안방과 건너방을 각각(各各) 남향(南向)과 북향(北向)

하도록 하 다. 그리고 부엌이 안채에만 세곳에 마련하고 있는 예(例)는 다른 주택(住

宅)에서 보기 드물다. 안채의 전면(前面)에 툇마루를 돌려 안방과 대청(大廳), 대청(大

廳)과 건너방을 연결(連結)시켜  통로 역할(通路 役割)을 하도록 된 것은 일반적(一般

的)인 예(例)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건물(建物)에서는 건너방의 툇마루와 대청(大廳) 

툇마루는 웃방 부엌간(間)에서 끊겨 안방에서 건너방으로의 동선(動線)은 안마당을 통

과(通過)하여야만 되게 하 다. 안마당에 있었다는 중옥 건물(重屋 建物)은 앞에서 설명

(說明)되었으므로 생략(省略)한다.

  안채의 구조(構造)를 보면 대청(大廳)은 높이 약(約) 6촌(寸)의 화강석 기단(花崗石 

基壇)을 1단(段)으로 쌓고 덤벙주춧돌을 놓은 다음 주장(住長) 약(約) 9.5척(尺), 주경

(住徑) 0.78척(尺)의 원형 퇴주(圓形 退柱)는 일변장(一邊長) 7촌(寸) 주장(柱長) 약(約) 

11척(尺)의 방주(方柱)를 주신(柱身)에서만 큰 모접기하여 팔각주(八角柱) 같이 보이도

록 하 다. (후열외진주(後列外陣柱)도 동일(同一)] 전열(前列) 원형 퇴주(圓形 退柱)는 

민흘림 원주(圓柱)로 주초(柱礎) 위에서는 그랭이질 하고 도리(道里) 밑은 사괘(四掛)맞

춤으로 도리(道里)밑 장혀와 퇴량(退樑)을 결구(結構)하 다.

  가구 형식(架構 形式)은 퇴주(退柱) 위에 퇴량(退樑)과 납도리(道里)를 결구(結構)시켜 

장혀로 보강(補强)하고 퇴량(退樑) 뒷 몸은 내진 평주(內陣 平柱) 윗 몸에 끼워 맞추었

83



다. 내진(內陣) 및 외진 평주(外陣 平柱)의 기둥머리에는 퇴주(退柱)에서와 같이 납도리

와 대량(大樑)을 결구(結構)하 다. 대량(大樑)은 운두 9촌(寸)[중앙부(中央部)] 내지(乃

至) 1․2척(尺)[단부(端部)] 폭(幅) 8촌(寸)의 크기로 네 귀를 1촌(寸) 정도(程度) 귀접

기한 평보이다. 대량(大樑) 위에는 제형대공(梯形臺工)을 중앙부(中央部)에 세워 종도리

(宗道里)(굴도리로됨)를 받고 있다. 가구양식(架構樣式)은 주택(住宅)에서 흔히 볼 수 있

는 수법(手法)으로 특이(特異)한 곳은 없다. 종도리(宗道里)만을 굴도리로 사용(使用)하

고 다른 주심도리(柱心道里)와 중도리(中道里)는 납도리로 쓴 것은 대청간(大廳間)이 이 

주택(住宅)의 핵심부(核心部)라는 의미(意味)를 암시(暗示)하고 있는 것 같다.

 툇마루는 퇴주(退柱)와 퇴주(退柱) 사이에 여모중방을 끼워 귀틀을 붙이고 내진 평주간

(內陣 平柱間)에는 문지방을 여모중방보다 약간(若干) 높혀 끼고 내외(內外)로 귀틀을 

이에 붙혀 여모중방과 문지방 외(外)귀틀 사이에 청판(廳板)을 끼워 막음하 다. 대청간

(大廳間)은 동귀틀과 장귀틀을 가로 세로 직교(直交)시켜 뼈대를 만들고 그 사이에 청판

(廳板)을 제혀쪽매로 잇고 있다.

  지붕틀은 전면(前面)이 일고주(一高柱) 5량형식(樑形式)이고 후면(後面)이 3량(樑)인 

반(伴)5량(樑) 지붕틀로 주택(住宅)에서 흔히 있는 형식(形式)이다.

  처마는 부연(浮椽)을 달지 않은 홑처마이고 연목(椽木)은 5촌(寸)의 환목(丸木)을 연

목(椽木) 심심간(心心間) 1․1척(尺) 간격(間隔)으로 도리(道里) 위에 얹었다. 연목(椽

木) 끝은 훌치기로 하 고 그 위에 평고대와 연함(椽含)을 올려 놓고 개와(蓋瓦)를 받게 

하 다. 벽체 구성(壁體 構成)을 보면 내진평주간(內陣平柱間)은 4분합(分閤) 정자살(井

字箭)들장지를 달아 문지방으로 받게 하고 문 위는 문중방(門中防)을 주간(柱間)에 끼우

고 있다. 기둥 윗몸 중도리 밑의 장혀는 생략(省略)되고 도리(道里)와 문중방(門中防) 

사이는 심벽(心壁)으로 처리(處理)하 다. 후면벽체(後面 壁體)는 전면(前面)과 같은 수

법(手法)으로 인방(引枋)을 두르고 벽(壁)을 만들었다. 천정(天井)은 연등천정(天井)으로 

연목(椽木)을 노출(露出)시켜 천장 내부(內部) 구조(構造)를 볼 수 있게 하 다. 그러나 

오래도록 손을 대지 못하여 먼지와 그을음으로 덮여 어둡게 보인다.

퇴주(退柱)와 대량(大樑) 퇴량(退樑)에는 시 을 설치(設置)하 다. 안방의 퇴문(退問)은 

대청(大廳)의 퇴문(退問)구조와 동일(同一)하다. 퇴주(退柱)길이가 대청(大廳)의 퇴주(退

柱)보다 약(約) 1.5尺 짧은 것이 대청(大廳)과 다르다. 퇴주(退柱)는 주경(柱經)이 7.7寸

의 원주(圓柱)이고 그 외(外)의 기둥은 6촌각(寸角)의 방주(方柱)를 사용(使用)하 다. 

기둥 윗몸에서의 보와 도리(道里)의 결구(結構) 수법(手法)은 같고 가구형식(架構形式)

은 2고주(高柱) 5량(樑)으로 되어 있다. 도리(道里)는 주심도리(柱心道里)․중도리(中道

里) ․종도리(宗道里) 모두가 납도리로 되었고 천장(天井)은 방(房)에서는 반자로 퇴문

(退問)에서는 연등 천장으로 하 다. 처마는 홑처마로 대청문(大廳問)의 연목(椽木)보다 

가는 환목(丸木)을 사용(使用)하 다.

안방부엌은 덤범주추 위에 방주(方柱)를 세우고 기둥머리에는 납도리와 대량(大樑)을 

결구(結構)하 다. 부엌의 가구형식(架構形式)은 전면(前面) 3량(樑) 후면(後面) 5량(樑)

인 반(半)5량(樑)의 지붕틀로 안방에서의 전퇴(前退)가 부엌에서는 생략(省略)되었다. 

안방에 부속(附屬)된 부엌위의 다락은 현재(現在)없어 부엌위와 다락바닥의 결구(結構)

는 알 수 없다. 

건너방은 전퇴(前退)가 생략(省略)되었을 뿐 가구형식(架構形式)은 안방과 다른 바 없

다. 지붕틀은 전면(前面)이 3량(樑) 이고 후면(後面)이 5량(樑)인 반(半)5량(樑) 형식(形

84



式)이다. 부엌은 현재(現在) 창고(倉庫)로 개수(改修)되어 원상(原狀)은 알 수 없다. 원

래(原來)의 건너방 부엌이 개조(改造)되어 창고(倉庫)로 이용(利用)되므로 지금은 대청

(大廳)의 윗방과 건너방 사이의 부엌을 사용(使用)한다. 이 부엌에는 통풍(通風)을 위

(爲)한 솟을 지붕이 특이(特異)하다. 주택(住宅)에서는 희귀(稀貴)한 시설물(施設物)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환기용(換氣用) 솟을 지붕은 전라남도 송도사 하사당(全羅南道 松度

寺 下舍堂) 부엌에서 볼 수 있고 결구(結構)도 근이(近以)하다.

결구(結構)를 보면 중도리(中道里) 위에 대량(大樑)보다 약간(若干) 높게 두 개의 횡재

(橫材)를 간격(間隔) 약(約) 3.6尺으로 올려 놓고 그 위에 종도리(宗道里)를 중심(中心)

으로 약(約) 2.6尺 간격(間隔)에 방형(方形) 단주(短柱)를 두 개씩 세워 지붕틀을 3량형

식(樑形式)으로 결구(結構)하여 연목(椽木)을 걸어 개와(蓋瓦)를 받도록 하 다. 단주(短

柱)사이에는 비흘림판(板)을 경사(傾斜)지게 4각(角)에 부착(附着)시켜 빗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하 다.

지붕은 맛배지붕의 결합형(結合形)이며 안방과 건너방의 부엌 지붕은 한층 앝은 층단

(層段)지붕으로 되었다. 개와(蓋瓦)는 여러차례의 번와공사(飜瓦工事)로 여러 종류(種

類)의 것이 있었고 숫막새가 전면(前面) 처마 끝에 부분적(部分的)으로 보인다.

② 사랑채

평면형(平面型)은 일자형(一字型)으로 안방부엌의 西쪽에는 창고(倉庫)를, 건너방부엌

(現 창고(倉庫)) 西쪽에는 중문문(中門問)을 각각(各各) 사랑채의 南과 北의 동면(東面)

에 연접(連接)시키었다. 사랑채는 南과 北의 두 구문(區問)으로 분리(分離)하여 볼 수 

있다. 즉 3실(室)의 사랑방에 2문통(問通) 사랑마루를 가진 南쪽의 사랑 본채와 北쪽의 

1문(問) 방에 마루 1문(問)이 달린 사랑 달림채로 구분(區分) 할 수 있다.

사랑채의 전면(前面)에는 태양(太陽) 광선(光線)과 우로(雨露)를 막기 위(爲)한 부설물

(附設物)을 설치(設置)하 다. 맛배지붕의 이 부설물(附設物)은 일정기(日政期)에 세운 

것으로 창덕궁내(昌德宮內) 연경당(延慶堂)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다.

사랑 본채는 南쪽에 마루를 두고 北쪽에는 3실(室)의 온돌방(溫突房)이 있다. 전면(前

面)과 남측면(南側面)에는 툇마루를 깔아 방(房)과 마루를 연결(連結)시켰다. 사랑마루

의 문은 西쪽 전면(前面)에 세 살 들장지로 되어 연목(椽木)에 달린 들쇠에 매어달도록 

하 다. 방(房)과 청(廳)사이 역시(亦是) 4분합(分閤) 세 살 들장지로 되어 통문(通問)이 

되도록 하 다. 사랑 윗방과 아랫방 사이도 미닫이문을 달아 필요시(必要詩) 통문(通問)

으로 사용(使用)하게 되고 사랑 윗방에서는 골방으로 통하게 하 다.

달림채는 본채보다 전면(前面)으로 4.3尺 돌출(突出)시켜 놓았다. 1문(問)의 마루는 北쪽

에, 온돌방(溫突房) 1문(問)은 南쪽에 두어 본채 윗방과 연접(連接)하고 있다. 온돌방(溫

突房) 전면(前面)에는 본채와 같이 툇마루를 달아 마루 전면선(前面線)과 맞추었고, 후

면(後面)에는 사랑채 부엌을 두어 본채의 온돌방(溫突房)과 달림채 온돌방(溫突房)을 난

방(煖房)케 하 다. 부엌 남면(南面) 벽(壁)에는 다락을 붙여 본채 윗방과 달림채 온돌

방(溫突房)에서 사용(使用)토록 하 다.

구조(構造)는 안채의 것과 대동소이(大同小異)하다. 사랑 본채는 덤벙 주추위에 주경(柱

經) 7.7寸 주장(柱長) 8.2尺의 원형(原形) 퇴주(退柱)를 세우고 내진(內陳) 및 외진(外

陳) 평주(平柱)는 안채와 같이 일준장(一遵長) 7寸의 방주(方柱)를 큰모접기 하여 주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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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柱身)이 8각(角)으로 보이게 하 다. 처마도리․중도리․종도리는 모두 4각(角)의 납도

리로 하고 지붕틀은 전면(前面)이 5량(樑) 후면(後面)이 3량(樑)인 반(半)5량(樑) 형식

(形式)으로 되었다. 대량(大樑) 위에는 제형대공(梯形臺工)릏 얹어 종도리(宗道里)를 받

도록 하 다.

천장(天井)은 마루문(問)에서와 퇴간에서는 연등천정으로 하고 온돌방(溫突房)은 반자로 

되었다. 마루문(問) 바닥은 안채의 대청(大廳)과 똑 같은 우물마루로 귀틀에 마루널을 

끼었다.

전퇴(前退) 앞에 부설(附設)된 맛배지붕은 퇴주(退柱)에서 7.9尺 앞에 원형(原形) 초석

(礎石)을 놓고 주경(柱經) 5.7寸 주고(柱高) 9.3尺의 원주(圓柱)를 세우고 주초(柱礎) 상

면(上面)에  7.2尺의 높이 주신(柱身)에 횡재(橫材)를 끼워 퇴주(退柱) 윗몸에 가로질

다. 이 횡주(橫走) 위에는 4각(角) 동자주(童子柱)를 놓고 보와 도리(道里)를 받도록 하

다. 내부(內部) 동자주(童子柱)는 사랑채의 연목(椽木) 끝에 약(約) 1.5尺 안으로 들어

와 세웠다.

달림채의 구조(構造)는 본채와 같은 수법(手法)으로 되었으나 기둥만은 전부(全部) 방주

(方柱)로 하 다.

사랑본채 종도리(宗道里)의 묵서명(墨書銘)에 『咸豊八年戊午四月丙午初八日癸丑時戊午

重修上(함풍팔년무오사월병오초팔일계축시무오중수상)』이라 되어있다. 즉(卽) 서기(西

紀) 1858年(철종(哲宗) 9年) 대대적(大大的)인 수리(修理)가 사랑채는 물론(勿論) 안채

에도 있었던 것 같다.

③ 행랑채

사랑채 西쪽에 西와 南을 향(向)한 ㄱ 자형(字型)과 이 건물(建物)의 東쪽 동향(東向)한 

일자형(一字型)이 연접(連接)하여 ㄱ형(型)을 이루고 있다. 일자형(一字型) 행랑은 서향

(西向)에 부엌 1간(間)을 두고 北쪽에는 온돌방(溫突房)과 광간(廣間)을 달고 南에는 부

엌 1間을 연결(連結)시켜 남향(南向)의 온돌방(溫突房)에 부속(附屬)되게 하 다. 남향

(南向) 온돌방(溫突房) 東쪽에는 솟을지붕의 대문(大門)이 달리고 그 옆은 마굿간(마구

간(馬廐間))이 있다. 마굿간 東쪽에는 마루를 깔은 광간(廣間)이 반간(半間) 달렸다. 대

문(大門)을 중심(中心)으로 좌우(左右) 東과 西에는 공장(空墻)이 남행(南行)한다. 東쪽 

담은 일자형(一字型) 행랑 후면(後面)을 따라 길게 뻗어 행랑마당을 이루면서 남향(南

向)의 내문(來門)과 연결(連結)된다.

西쪽 담은 ㄱ 자형(字型) 행랑 앞마당을 만들면서 내측(內廁)에서 서행(西行)하는 담과 

연결(連結)되었다. 일자형(一字型) 행랑채는 온돌방(溫突房) 2간(間)에 부엌 1간(間), 마

굿간 1간(間)이 달린 4간(間) 집이다.

ㄱ 자형(字型) 행랑채와 일자형(一字型) 행랑채는 모두 방주(方柱)를 세운 납도리집으로 

가구(架構)는 안채와 사랑채의 수법(手法)과 같다. 대문간(大門間) 종도리(宗道里)의 묵

서명(墨書銘) 『光緖拾捌年生辰 12月 癸丑初 1日 乙卯午時堅柱上樑(광서습팔년생진 12

월 계축초 1일 을묘오시견주상량)』이라 기록(記錄)되어 있다. 즉(卽) 1892年(고종29年)

에 세운 건물(建物)이다. 안채와 사랑채가 중수(重修)된 24年 후(後)의 건물임을 알 수 

있다. 

④부속건물(附屬建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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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측간(內廁間)과 외측간(外厠間)은 모두 신조(新造)된 방주(方柱)의 납도리집으로 지붕

은 초가(草家)로 하 다. 외측간(外厠間)에는 목욕실(沐浴室)과 잿간(회간(灰間))이 달려

있고 내측간(內廁間)은 잿간만 3간(間)이 달렸다.

안채의 北쪽 광간(廣間) 두채는 모두 정면(正面) 3간(間)에 측면(側面)이 1간(間)인 일

자형(一字型) 집이다. 西쪽의 광간(廣間) 건물(建物)은 현재(現在) 창고(倉庫)로 사용(使

用)중이고 東쪽의 건물(建物)은 계사(鷄舍)로 사용(使用)하고 있다. 가구수법(架構手法)

은 두채모두 3량(樑)의 간결(簡潔)한 납도리집이며 지붕은 맛배로 되었다.

⑤ 안사당

안채의 東南쪽 공장(空墻) 모서리 내진(內陳)에 위치(位置)한 안사당은 정면(正面) 3간

(間)에 측면(側面)이 2간(間)인 西向집으로 바닥은 마루를 깔았다. 덤벙주추위에 주경

(柱經) 6.5寸 주장(柱長) 7.15尺의 원형(原形) 퇴주(退柱)와 일변장(一邊長) 7.5寸 주장

(柱長) 약(約) 9尺의 방주(方柱)를 세워 대량(大樑)과 퇴량(退樑)을 납도리와 결구(結構)

시킨 전면(前面) 5량(樑) 후면(後面) 3량(樑)의 반(半)5량(樑) 집이다. 대량(大樑) 위에

는 대공(臺工)을 놓고 종도리(宗道里)를 받게하 다.

천장(天井)은 연등천정으로 내부(內部) 가구(架構)가 노출(露出)되었고 바닥은 우물마루

다. 안마루와 툇마루사이는 중앙간(中央間)에 4분합(分閤) 정자살문을 달고 좌우(左右) 

내간(來間)에는 외여닫이 정자살문으로 되었다. 처마는 홑처마로 경(經)5寸의 연목(椽

木)으로 되었다. 퇴량(退樑)은 심(甚)한 곡률(曲率)의 궁형(弓形)으로 안채나 사랑채의 

것과 흡사(恰似)하다.

종도리(宗道里)의 묵서명(墨書銘) 『道光元年辛巳 2月 18日 午時重建(도광원년신사 2월 

18일 오시중건)』이라는 문구(文句)가 보인다. 즉(卽) 서기(西紀) 1821年(순조(純祖)21

年)의 건물(建物)로 안채 및 사랑채가 중수(重修)되기 37年 전(前)에 세운 집이다.

⑥ 어초은(윤효정)((漁樵隱 尹孝貞) 사당(祠堂)

안사당 東쪽 空墻 외진(外陳)에 東西장(長)56.5尺 南北장(長) 30尺의 구형(矩形) 담을 

두르고 西쪽 담 중앙부(中央部)에 정면(正面)과 측면(側面)이 각각(各各) 1간(間)인 정

문(正門)을 세웠다. 정문(正門) 東쪽의 정면(正面) 2간(間)인 건물(建物)이 정전(正殿)이

다.

1간(間)의 정문(正門)은 방주(方柱)의 납도리집으로 기둥위에서 도리(道里)와 보를 결구

(結構)시키고 대량(大樑)의 중앙(中央)에는 대공(臺工)을 얹어 종도리(宗道里)를 받도록 

한 맛배집이다.

정전(正殿)은 자연석(自然石) 기단(基壇)위에 일단원형주좌(一段圓形柱座)의 방형초석

(方形礎石)을 놓았다.(전열 초석(前列 礎石)만이 가공 초석(加工 礎石)] 퇴주(退柱)는 주

경(柱徑) 8촌(寸)의 원주(圓柱)를 사용(使用)하 으며 그 외(外)의 기둥은 일변장(一邊

長) 7촌(寸)의 방주(方柱)이다. 공포(栱包)는 이익공(二翼工)으로 쇠서와 양서로 조각(彫

刻)하고 앙설(仰舌)과 우설(牛舌) 사이에는 연화(蓮花)를 각(刻)하 다. 익공(翼工) 안몸

은 보아지가 되어 퇴량(退樑)을 받도록 하 다. 주두(柱頭) 위에서는 퇴량(退樑)과 처마

도리 장혀를 결구(結構)시켜 처마도리를 받는다. 퇴량(退樑)의 머리는 봉두(鳳頭)를 각

(刻)하 고 안몸은 내진고주(內陣高柱) 윗몸에 끼웠다. 가구(架構)는 일고주(一高柱) 5

량(樑)으로 고주(高柱) 윗몸에 대량(大樑)․종량(宗樑)을 내부(內部)에서, 퇴량(退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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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外部)에서 끼운 일고주(一高柱)에 3량(樑)이 걸린 형식(形式)이다. 대량(大樑) 위에

는 동자주(童子柱)를 세워 중도리(中道里)를 고주(高柱) 위에 놓은 중도리(中道里)와 같

은 높이로 잡았다. 고주(高柱)와 동자주(童子柱)에 결구(結構)된 종량(宗樑) 위에는 대공

(臺工)을 놓고 종도리(宗道里)를 받게 하 다. 도리(道里)는 전면 퇴주(前面 退柱) 위의 

처마도리만이 굴도리로 되고 나머지 도리(道里)는 납도리로 하 다. 처마는 홑처마이다. 

바닥은 안마루와 툇마루가 모두 우물마루로 되었다. 벽체(壁體)는 전면(前面) 외(外)의 

삼면(三面)이 토벽(土壁)으로 도장(塗裝)되었고 양측면(兩側面)과 후면벽(後面壁) 외부

(外部)는 잡석(雜石)을 넣은 중방벽(中枋壁)으로 처리(處理)하 다. 묵서명(墨書名)에 

『壬午 3月 25日 경오시중건(庚午時重建)』이라 되어 있다. 임오년(壬午年)은 서기(西

紀) 1822年으로 해석되므로 안사당을 세운 다음 해에 중건(重建)된 건물(建物)로 보인

다.

    ⑦ 고산 사당(孤山 祠堂)

  안사당 남(南)쪽 공장 외진(空墻 外陣)에 동서장(東西長) 56.7척(尺) 남북장(南北長) 

34.5척(尺)의 구형(矩形)담을 돌리고 서면(西面)담 중앙(中央)에는 솟을 삼문(서기(西紀) 

1851年․철종(哲宗) 2年 건립(建立)]을 서향(西向)으로 앉히고 그 후편(後便)에 정면 삼

간(正面 三間), 측면 이간(側面 二間)의 맛배집․정전(正殿)을 배치(配置)하 다. 정전

(正殿)은 자연석 기단(自然石 基壇) 위에 일단원형주좌(一段圓形柱座)의 방형초석(方形

礎石)을 놓고(전열초석(前列礎石)만 민흘림 원형퇴주(圓形退柱)를 세웠다. 퇴주(退柱)외

(外)의 기둥은 어초은 사당(漁樵隱 祠堂)과 같이 방주(方柱)를 사용(使用)하 다. 공포

(栱包)는 이익공(二翼工)으로 어초은 사당(漁樵隱 祠堂)과 동일(同一)하다. 가구형식(架

構形式)도 일고주(一高柱) 5량(樑)형식(形式)으로 되었고 처마는 겹처마로 연목(椽木) 

위에 부연(浮椽)을 올려 놓고 있다. 바닥은 안마루와 툇마루가 모두 우물마루이며 천정

(天井)은 연등천정으로 하 다. 벽체(壁體)는 전면 삼간(前面 三間) 외(外)는 모두 토벽

(土壁)으로 하 고 그 외부(外部)는 중방벽(中枋壁)을 돌려 쌓았다. 전면(前面)은 중앙면

(中央面)에 사분각(四分閣) 세살문을 달았고 좌우 협문(左右 夾門)에는 외여닫이 세살문

을 달아 출입(出入)하도록 되었다.

  도리(道里)는 종도리(宗道里)와 전면중도리(前面中道里)․처마도리는 굴도리로 하고 

후면(後面)의 중도리(中道里) 주심도리(柱心道里)는 납도리이다.

  묵서명(墨書銘)에 『경갑사월병자삭초십일을유임오시상량(庚甲四月丙子朔初十日乙酉

壬午時上樑)』이란 문구(文句)가 보인다. 간지(干支) 경신년(庚申年)은 서기(西紀) 1920

年으로 해석되므로 48年 전(前)의 건물(建物)이다.

    ⑧ 추원당(追遠堂)

  주건물군(主建物群) 동북(東北)쪽의 건물(建物)로 어초은 제각(漁樵隱 祭閣)으로 사용

(使用)하기 위(爲)해 서기(西紀) 1938年에 건립(建立)되었다. 정면 사간(正面 四間)에 측

면 삼간(側面 三間)으로 전면(前面)에 퇴간(退間)을 달아 툇마루를 깔고 안마루 좌우(左

右)에는 온돌방(溫突房)을 두었다. 중앙(中央)의 안마루는 사간통(四間通) 우물마루이며 

가구(架構)는 일고주(一高柱) 5량(樑)형식(形式)으로 구성(構成)하고 지붕은 팔작으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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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도리집이다. 전면(前面)과 남측면(南側面)에는 주건물군(主建物群)의 사랑채와 같은 

맛배지붕의 부설물(附設物)을 시설(施設)하고 있다.

(3)

  이상(以上)에서 고산 고택(孤山 古宅)의 각 건물(各 建物)에 대(對)한 평면형식(平面

形式)과 구조양식(構造樣式)을 개괄(槪括)하여 보았다. 이것을 종합(綜合)하여 그 특징

(特徵)만을 정리(整理)하면

  ① 건물(建物)의 대부분(大部分)이 서향(西向)하고 있다.

  ② 안채를 중심(中心)으로 분산식(分散式) 배치(配置)를 하 다.

  ③ 대지(垈地)의 크기는 다른 주택(住宅)에서 볼 수 없을 정도로 방대하다.

  ④ 대청(大廳) 면적(面積)이 방(防)의 면적(面積)에 비(比)하면 너무 넓다.

  ⑤ 부엌의 수(數)가 방(防)에 비(比)하면 많다.

  ⑥ 간(間)과 간(間)의 간격(間隔)에 통일성(統一性)이 없다.

  ⑦ 넓은 대지(垈地)에 비(比)하면 안마당의 면적(面積)은 협소(狹小)하다.

  ⑧ 초석(礎石)은 전부(全部) 덤벙주추로 하 다.

  ⑨ 기둥은 원주(圓柱)와 방주(方柱)를 병용(倂用)하 다.

  ⑩ 도리(道里)는 납도리와 굴도리를 병용(倂用)하고 있으나 대부분(大部分) 납도리집

으로 되었다.

  ⑪ 가구(架構)는 3량(樑)과 5량(樑)의 합성형식(合成形式)인 반(半)5량(樑)의 지붕틀을 

많이 사용(使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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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선도 고가 평면도 (약도)

尹善道 古家 平面圖 (略圖)

가∼가 단면도(斷面圖)[略圖)

나∼나 단면도(斷面圖)[略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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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 단면도(斷面圖)[略圖)

〈대청(大廳)과 안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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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채〉

〈대청(大廳)과 건너방〉

〈안채 남면(南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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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채 북면(北面)〉

〈고산 사당(孤山 祠堂)〉

  ⑫ 지붕은 맛배형식이 많고 안채에서는 대청간(大廳間)으로부터 하강식 층급(下降式 

層級) 지붕으로 되었다.

  ⑬ 원주(圓柱)의 주경(柱徑)이 7.7촌(寸)[곡척(曲尺)] 이상(以上)이며 방주(方柱)의 일

변(一       邊) 크기가 6촌(寸)[곡척(曲尺)] 이상(以上)인 목재(木材)를 쓰고 있다.

  ⑭ 부엌간(間)의 환기(換氣)를 위(爲)한 솟을지붕을 설치(設置)

  이 주택(住宅)은 이조중기(李朝中期)와 말기(末期)의 수법(手法)이 혼융(渾融)된 남선

형 상류주택(南鮮型 上流住宅)의 한 유형(類型)으로 중요(重要)하다.

  끝으로 조사시(調査時) 모두 편의(便宜)를 제공(提供)하여 주신 윤 선(尹泳善) 선생

(先生)과 실측(實測)에 조력(助力)하신 윤정식(尹亭植)․윤창식(尹昌植)․구철회(具哲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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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씨(諸氏)께 감사(感謝)한다.

    [ 건축용어(建築用語) 해설(解說) ]

  도리(道里, 형(桁)]

    1. 보에 직각 방향으로 걸어 처마 지붕을 꾸미는 가로재.

    2. 처마도리․중도리 등의 총칭

  남도리(각도리(角道里))

    단면이 사각형으로 된 도리.

  육모도리(육각도리(六角道里)]

    단면이 정육각으로 된 도리.

  팔모도리(팔각도리(八角道里)]

    단면이 정팔각으로 된 도리.

  굴도리(원도리(圓道里), 원형(圓桁)]

    단면이 원형으로 된 도리.

 

  주심도리(柱心道里)

    기둥 중심선 상에 있는 도리.

  외목도리(外目道里)

    기둥의 중심선 바깥쪽에 나가 걸리는 도리.

  내목도리(內目道里)

    기둥의 중심선 안쪽에 들어 와서 걸리는 도리.

  처마도리(첨하도리(檐下道里), 들도리)

    변두리 기둥에 얹히고 처마서까래를 받는 도리.

  덧도리

    도리 밑에 덧대어 보강하는 도리

  층도리(層道里, 층형(層桁)]

    윗층 마루바닥이 있는 부분에 걸은 도리.

  간막이도리(간막도리(間幕道里)]

    간막이 벽을 치는 위에 걸은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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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왕지도리

    모임지붕이 귀에 오는 도리가 기둥 밖으로 내민 부분.

  빼도리

    박공지붕의 박공벽 밖으로 내민 처마도리

  중도리(中道里)

    등자기둥 위에 처마도리와 평행으로 걸어 처마서까래의 웃끝과 중연 또는 상연의 

밑끝을 받는 가로재.

  외기(外機)

    모임지붕, 합각지붕의 중도리를 받는 보의 중간에 등자기둥을 세워 꾸민 지붕. 틀의 

한 부분, 저울대 받침.

  마루대(동목(棟木)], 종도리(宗道里)

    대공에 얹히고 상연 웃끝을 받는 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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