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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조사경위(調査經緯)
 
  경주(慶州), 월성지구(月城地區)는 고신라(古新羅)로부터 천여년간(千餘年間)이나 수
맥(首脈)을 이어오던 가장 화려(華麗)했던 지역(地域)이다. 그 이후(以後) 고려(高麗), 
조선시대(朝鮮時代)를 거쳐 현재(現在)에 이르면서 우리나라 역사(歷史)의 기원지(起原
地)로 연구가(硏究家)들의 요로(要路)로서 늘 드나들던 곳이다.
  1972년부터는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과 건설부(建設部)가 주축(主軸)이 되어 경
주고도개발사업(慶州古都開發事業)을 추진(推進), 문화재(文化財) 연구(硏究)와 개발(開
發)에 역점(力點)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필요에 따르는 일부(一部) 중요문화재(重要文
化財)에 중점적(重點的)으로 조사연구(調査硏究)가 이루어졌을뿐 각 시대(時代)의 종합
적인(綜合的)인 문화유적(文化遺蹟)을 총괄파악(總括把握)한 자료(資料)가 없어 연구가
(硏究家)들이 곤란(困難)을 겪기도 하 다.
  경주사적관리사무소(慶州史蹟管理事務所)에서는 1975년부터 경주월성지구(慶州月城地
區)문화재유적학술종합조사(文化遺蹟學術綜合調査)의 연차계획(年次計劃)을 세웠다. 그
리하여 1977년부터 지역별(地域別) 종합조사(綜合調査)를 시작하여 현재(現在)까지 2개
면(個面)을 샅샅이 뒤져 건(件)을 차(次)의 출장(出張)으로 각종(各種)의 문화유적(文化
遺蹟)을 찾아 내었다.
  이 조사사업(調査事業)은 선사유적(先史遺蹟)으로부터 신라(新羅), 고려(高麗), 조선시
대(朝鮮時代)에 이르는 고고(考古), 미술(美術), 건축(建築), 민속등(民俗等) 현존(現存) 
지상유적유물(地上遺蹟遺物)에 대(對)한 총괄조사(總括調査)를 실시(實施)하는데 이 조
사단(調査團)은 경주사적관리사무소(慶州史蹟管理事務所)와 향토문화(鄕土文化) 단체(團
體)인 신라문화동인회(新羅文化同人會) 그리고 경주박물관(慶州博物館)으로 구성(構成)
되었다.
  막상 시작하여 놓고보니 기동력(起動力)으로나 인원구성(人員構成)에 있어 다소(多小) 
무리가 있다고 생각(生覺)되나 전단원(全團員)이 놀랄만큼 열의(熱意)를 보여 풍성(豊
盛)한 결과(結果)를 보고 있다.
  지난 5월 17일 아침에 월성군(月城郡) 강동면(江東面) 다산(多山)2리(里)에서 조사도
중(調査途中) 이동오씨댁(李東吾氏宅)을 조사(調査)하 다. 이 댁(宅)은 여강이씨(驪江李
氏) 문중(門中)에서 공동관리(共同管理)하고 있다고 한다. 
  오전(午前)에 기계(杞溪)로 가는 버스를 타고 단구리(丹邱里)에서 하차(下車)하 다. 
마침 밭일을 나가는 촌로(村老)를 만났다. 이 지역(地域)에 대(對))한 여러 가지를 물어 
보았다. 대략적(大略的)인 자료(資料)를 메모해 가지고 출발(出發)하 다. 다산(多山)1리
(里)의 조사(調査)를 끝마치고 2리(里)를 들어 섰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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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1. 귀래정(歸來亭) 원경(遠景)
 
 
길 좌측(左側)으로 고가(古家)가 있어 들여 보았다. 원장(垣墻) 넘어로 지붕이 보이는데 
짤막한 용마루에 이형(異形)의 지붕 모양이었으나 육각정(六角亭)이라고는 생각(生覺)되
지 않았다.(圖版 1).
 

    2.  서    언(序 言)
 
   귀래정(歸來亭)은 약(約) 200여평(餘坪)의 널찍한 대지(垈地)안에 안채와 사랑채를 
따로 가지고 있는 민가주택(民家住宅)의 사랑채이다. 협문(夾門)을 사이에 둔 후정(後
庭)에는 안채와 행랑채가 있고 南(남)으로는 사랑채인 귀래정(歸來亭)이 누정(樓亭)을 
이루어 품격(品格)있는 배치(配置와 향(香)나무 우거진 속에 정서(情緖)있게 앉아있다.
  이 귀래정(歸來亭)은 육각(六角)의 평면(平面)을 가진 희소(稀少)한 건물(建物)이다. 
동서양(東西洋)을 막론(莫論)하고 대각(對角)을 이루는 정(正)장방형(長方形)의 건축공
간(建築空間)을 형성(形成)하는 것은 고래(古來)로부터 인습(因習)되어온 터다. 원형(圓
形)이거나 육각(六角), 팔각(八角), 다각(多角), 선형등(扇形等) 변형(變形)된 형태(形態)
는 생활(生活)하는데 있어 실용상(實用性)이 없을 뿐 아니라 맞춤법의 구조상(構造上) 
매우 까다롭고 품위(品位)도 중후감(重厚感)이 없어 흔하게 쓰이지 않는 평면(平面)이
다. 그러나 경우(境遇)에 따라서는 전체적(全體的)인 배치(配置)에서 장식적(裝飾的)인 
요소(要素)를 줄 수 있는 발전(發展)된 예술(藝術)이기도 하다.
  팔각형(八角形)의 평면(平面)은 일부(一部) 사찰(寺刹)이나 궁전(宮殿) 건축(建築)에서 
간혹 볼 수 있으나 육각(六角)의 경우는 더욱 희소(稀少)하여 경복궁(景福宮)의 향원정
(香遠亭), 창덕궁(昌德宮)의 낙선제(樂善齊)뒤의 육각정(六角亭), 해인사(海印寺)의 삼성
각(三星閣)등 귀(貴)하게 볼 수 있다. 이들 육각정(六角亭)들은 거의가 내궁(內宮)에 위
치(位置)하고 있어 실질적(實質的)인 사용(使用)보다 관상적(觀想的)인 환경조성(環境造
成)에 요소(要素)가 된다고 보겠다.
  이렇게 흔하지 않은 구조(構造)의 건물(建物)이 권위건축권역(權威建築圈域)이 아닌 
민가(民家)에서 사용(使用)되었다는 것은 더욱 보기드문 예(例)이다. 더구나 대부분의 
육각정(六角亭)이나 팔각정(八角亭)의 경우(境遇)와 같이 모둠지붕으로 하지 않고 팔작
(八作)지붕으로 가감하 다는 것은 육각(六角)이 지붕 평면(平面)에서 특별(特別)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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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법(構造法)이 구상(構想)되었으리라고 생각(生覺)되는데 각별(各別)한 의도(意圖)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고방(庫房)을 곁들인 외통육간(六間)집인 안채와 외양간, 방앗간이 있는 행랑
채와 더불어 선대(先代) 생활(生活)의 조촐한 풍모(豊貌)를 엿볼수 있는 고가옥(古家屋)
이다.
 

    3.  위     치(位 置)
 

  행정적(行政的)으로는 월성군(月城郡)에 속하여 있으나 제일 북단(北端)에 위치(位置)
하고 있어 일군(迎日郡) 기계면(杞溪面)에 인접(隣接)한 강동면(江東面) 다산리(多山
里)에 위치(位置)하는데 다산리(多山里)는 1,2리(里)로 나누어져 있다. 1리(里)는 기계면
(杞溪面)에 가깝고, 2리(里) 남(南)쪽에 치우쳐 있다.
  귀래정(歸來亭)은 2리(里)마을 중앙(中央)에 위치(位置)하는데 약는로 여호(餘戶)되는 
마을이다. 경주(慶州)에서 기계(杞溪) 가는 시내(市內)버스로 안강(安康)을 지나 기계(杞
溪)에 거의 다가서 기계천(杞溪川)을 건너는 기계교(杞溪橋)가 있다. 이 다리를 건너 동
남(東南)쪽으로 약 300여(餘)m에 다산(多山) 1리(里)가 있고 계속 남(南)쪽으로 약 1km 
내려가면 다산(多山) 2리(里)가 된다.
  행정명칭(行政名稱)은 다산리(多山里)이나 고명(古名)은 다질촌(多叱村), 다즐촌이라 
하며, 또 그 일대를 천서촌(川西村)이라 하여 지금도 촌로(村老)들은 천서(川西), 또는 
다실(질, 즐, 실은 모두 같은 음(音)임)이라 한다.
  약(約) 30여호(餘戶) 되는 마을의 동북(東北)으로는 해발(海拔) 약 2,300m되어 보이는 
낮은 산(山)이 있는데 이 산(山)을 뒷매붕이라 부른다.
  이 마을에는 여강이씨(驪江李氏), 월성이씨(月城李氏)가 주로 주거(住居)하며 양가(兩
家)의 재실(齋室)이 있는데 여강이씨(驪江李氏)는 마을 중심(中心)에 귀래정(歸來亭)과 
뒷매붕 밑에 근래(近來)에 지은 육화정(六花亭)을 가지고 있다.
 

    4.  배치(配置)와 정원(庭園)
 
  전체적(全體的)으로 남향(南向)하고 있는 이 고택(古宅)은 안채와 사랑채를 원장(垣
墻)으로 구획(區劃)하여 사랑채 앞에 일각문(一角門)을 세우고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는 
협문(夾門)이 있으며 안채의 출입(出入)은 안마당의 동(東)쪽으로 출입하게 되어 사랑채
와 출입을 완전(完全)히 구분(區分)하여 놓았다. 안마당의 면적(面積)은 136평(坪)이며 
바깥마당은 106평(坪)으로 반듯한 평면(平面)을 하고 있다(圖面 1).
  바깥마당에는 막돌원장(垣墻)에 한와(韓瓦)를 얹었으며 안마당에는 완전(完全)히 시멘
트 부럭원장(垣墻)으로 하 고 몰탈마감하여 깨끗이 정돈하 다. 동(東)쪽의 출입구(出
入口)도 시멘트 벽돌로 기둥을 만들어 양쪽에 세워놓았다.
  안마당에는 북단(北端)에 육간(六間)인 일자(一字)집으로 안채가 있는데 맛배지붕으로 
하 다. 비교적(比較的) 일자(一字)집으로는 대형(大形)에 속(屬)하는데 대부분(大部分) 
일자(一字)집일 경우(境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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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1. 배치도(配置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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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면(正面)을 향(向)하여 우측(右側)이 동(東)쪽이 되므로 방(房)이 있는 것이 통례(通
例)이겠으나 이 건물(建物)은 평면배열(平面排列)이 완전(完全)히 반대로 되어있다. 정
면(正面)을 보면서 우측(右側)(동쪽)으로부터 주간(廚間), 온돌방, 온돌방, 고방(庫房)(청
(廳)), 고방(庫房)청(廳), 온돌방으로 하 는데 주간배열(柱間排列)이 모두 같다. 그리고 
이 집은 전면(前面)에퇴(退)마루가 없고 봉당에서 바로 드나들도록 하 다. 정면간(正面
間)이 팔척(八尺)이며 측면(側面)은 십척간(十尺間)으로 측면(側面)이 훨씬 크게 되어 
있다.
  뒤쪽으로는 건물(建物) 측면(側面) 폭(幅)만큼 원장(垣墻)과 떨어져 있어 화단(花壇)을 
가꾸었다. 
  안채의 앞쪽으로는 서(西)쪽에 행랑(行廊)채가 일자삼간(一字三間)으로 있는데 노비
(奴婢)들이 쓰던 집으로, 우측(右側)(북쪽)에는 디딜방앗간이 있고 중앙간(中央間)이 외
양간으로 되어있으며 좌측(左側)에는 온돌방으로 되어 있다. 보편적(普遍的)으로 보면 
좌측(左側)에 온돌방, 중앙간(中央間)을 쇠죽 끓이는 주간(廚間)과 헛간으로 쓰고, 우측
(右側)에 외양간이 있음직하나 방앗간이 별도(別途)로 있던것을 한 건물 안에 모으느라
고 배열(排列)이 달라진 것 같다. 방앗간은 지금은 사용(使用)하지 않으며 헛간으로 쓰
고있다.
  행랑(行廊)채의 건너편에는 우물이  있었던 것 같으나 지금은 수도가 묻혀있고 그 뒤
에 장독대가 있다. 안마당 주위(周圍)에는 식수(植樹)나 조경(造景)에 신경 이 보이지 
않는다.
  안마당에서 바깥마당으로 협문(夾門)을 통하여 나오면 바로 육각(六角)의 귀래정(歸來
亭) 이 서있다. 좌측(左側)으로 돌아가면 원장(垣墻) 밑으로 연못이 계속되어 앞마당을 
온통 덮고 있다. 귀래정(歸來亭) 앞마당에 연못이 가로질러 있는데 정면(正面)의 일각문
(一角門)까지 다리가 건너질러 있다. 지금은 콩크리트 다리로 되어있다.
  바깥마당은 정방형(正方形)의 원장(垣墻)으로 되었는데 남북(南北)으로 중앙선상(中央
線上)에 육각정(六角亭)의 남면(南面) 외주열(外柱列)이 놓이게 하여 북(北)쪽 공간(空
間)에 건물(建物)을 배치(配置)하 다.
  바깥마당의 연못은 귀래정(歸來亭)을 중심(中心)으로 동(東)쪽과 남(南)쪽에 배치(配
置)하 는데 원장(垣墻)밑은 약(約) 1m정도 떼어 호안석축(護岸石築)을 곧게 쌓았고 귀
래정(歸來亭) 쪽에는 육각(六角)의 기단(基壇)과 평행(平行)은 되지 않더라도 육각(六
角)에 맞는 선(線)을 구사(構思)하되 딱딱한 감(感)이 없도록 각(角)을 늦추어 조 (造
營)하 다(圖版 2). 남서우(南西隅)에는 정면(正面)을 곧게 하면 좁아 보일 뿐 아니라 
육각(六角)의 기단(基壇)과 조화(調和)과 되지 않으므로 기단(基壇)에 맞도록 약간 귀를 
접어 두었다. 
 
 

圖版 2. 귀래정(歸來亭) 연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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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귀래정(歸來亭)을 중심(中心)으로 정면(正面) 연못가로 향(香)나무와 정원석(庭園石), 
석류(石榴)나무, 느티나무, 무궁화나무 등(等)을 격조(格調)높게 배식(配植)하 고, 연못 
주변(周邊)과귀래정(歸來亭) 뒷쪽 서측(西側)으로도 향(香)나무, 과나무 등 조경(造景)을 
하 다. 특히 건널 다리 앞에는 대형괴석(大形怪石)을 양쪽에 꼭같이 세우고 작은 괴석
(怪石)으로 조화(調和)를 맞추어 놓아 운치(韻致)를 한층 높여주고 있다(圖版 3).
 
 
 

圖版 3. 귀래정(歸來亭) 정원(庭園)
 

 
    5.  건물조사(建物調査)

 가. 귀래정(歸來亭)
  1) 평면구성(平面構成)
  귀래정(歸來亭)은 정육각형(正六角形) 평면(平面)의 일면(一面)을 정면(正面)으로 하
는 건물(建物)이다.
  대체로 육각형(六角形)의 정자(亭子) 건물(建物)에서는 방(房)을 두는 경우(境遇)가 거
의 없으나 이 건물(建物)은 무리한 분할(分割)로 육각(六角)안에 방형(方形)의 방(房)을 
만들었다.
  이 육각면(六角面)을 전후반(前後半)으로 나누어보면 2개의 사다리꼴이 된다. 전반부
(前半部)의 면적(面積)은 외주(外柱)밖의 퇴(退)를 합(合)하여 널찍한 대청(大廳)을 이루
고 있으며, 북(北)쪽 후반부(後半部) 공간(空間)의 사다리꼴 면적(面積)은 내접(內接)하
는 사각형(四角形)을 2개 만들어 방(房)을 만들었다.
  이 건물(建物)에서 대청(大廳)을 제외(除外)한 협소(狹小)한 공간(空間)을 가지고 사용
(使用)하기 편리(便利)한 사각형(四角形)의 방(房)을 구(求)하자면 기하학적(幾何學的)인 
문제(問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가능(可能)한 한(限) 방(房)의 형태(形
態)를 길고 좁게 하지 않으려면 정방형(正方形)에 가까워야 한다.
  사다리꼴에 내접(內接)하는 최대한(最大限)의 정사각(正四角)을 만들려면 사다리꼴 밑
변의중심점(中心點)에서 좌(左), 우(右) 45。의 직선(直線)과 사다리꼴의 양변(兩邊)과 
만나는 점(點)을 구(求)하여 이에서 수직(垂直)과 수평(垂平)으로 나누면 2개의  정사각
형(正四角形) 공간(空間)이 형성(形成)된다. 이때에 45。선상(線上)의 방(房) 모서리 부
분(部分)은 외주(外柱)의 평주(平柱)와 우주(隅柱)사이에 정확(正確)하게 중앙(中央)이 
된다. 일차적(一次的)으로 제한(制限)된 지역(地域)에서 최대한(最大限)의 정방형(正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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形) 공간(空間)을 구(求)해졌으나 정방형(正方形)을 심하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範圍
內)에서 작은 공간(空間)을 좀더 활용(活用)하기 위해서 외주(外柱)의 평주(平柱)와 우
주(隅柱)사이에 1/3에 해당하는 지점까지 뒤쪽으로 연장(延長)하 는데 모서리 벽면(壁
面)에 약간의 벽면(壁面)이 경사(傾瀉)로 처리되었다. 
 

圖面 2. 방(房)의 평면구성(平面構成)
 
이것은 목조건축(木造建築)의 경우(境遇) 원주(圓柱)의 일부(一部)가 공내(空內)에 포함
되는 정도여서 객납(客納)된 것으로 생각(生覺)된다. 굳이 뒤쪽으로 구차(苟且)한 방법
(方法)으로까지 정장(廷長)되어야 하는 것은 정방형(正方形)의 단순화(單純化)에 대한 
약간의 변형(變形)일 수도 있다(圖面 2).
  이것은 건물전체(建物全體)의 다양(多樣)한 장식적(裝飾的)인 요소(要素)를 보더라도 
이만한 정도(程度)의 신경(神經)을 쓴 것이 이해가 간다.
  2개의 방(房)을 구획(區劃)하는 중앙(中央)에는 벽(壁)을 하지 않고 4짝의 미닫이문
(門)으로 하 다.
 
  2) 기단(基壇)과 주초(柱礎)
  당초(當初)에 기단(基壇)은 완전(完全)히 없어지고 지금은 대부분의 민가(民家)에서 
만능(萬能)으로 사용(使用)되는 시멘트로 되어 있으나 다행히도 다른 곳에는 시멘트를 
쓰지 않았다.
  높이는 30cm인데 기단폭(基壇幅)은 외주심(外柱心)에서 1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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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4. 콩크리트 기단(基壇)

 
다. 건물(建物)의 처마길이 1.50m보다 0.5m가 짧다. 비교적 건물(建物)에 비해 약간 짧
은 감이 있다(圖版 4).
 
 
 
 

圖版 5. 덤벙주초(柱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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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3. 평면도(平面圖)
 
온돌방에 불을 때기 위한 아궁이 부분(部分)은 절단(切斷)되어 있다. 
  아궁이는 후반부(後半部) 동(東)쪽으로 나있고, 굴뚝은 후반부(後半部) 북(北)쪽으로 
되어 있는데 기단(基壇) 바닥보다 1단(段) 높게 하여 내었고 연통(煙筒)은 위로 뽑지 않
았다. 
  출입구(出入口)의 디딤돌은  후반부(後半部) 동서(東西) 양(兩)쪽에 있는데 역시 시멘
트로 하여 놓았다. 
  초석(礎石)은 자연석(自然石)으로 덤벙주초를 놓았는데 그 높이나 모양이 일정하지 않
아 기둥의 높이가 모두 다르게 되었다. 그리고 그중 몇 개는 주좌면(柱座面)을 다듬어 
놓은 것도 있고 어떤 것은 몰딩 부분(部分)을 다듬어 놓은 것도 있다. (圖版 5)
  퇴(退)마루를 받치는 동바리와 4개소(個所)의 활주를 바치는 초석(礎石)도 역시 자연
석(自然石)으로 덤벙 주초(柱礎)를 놓았다. 
 
    3) 목부(木部)의 구조(構造)
 ㄱ. 바닥 및 천정(天井)
    ① 바닥 (圖面 3)
  육각형(六角形)의 면적(面積)에 귀틀목을 종횡(縱橫)으로 맞추어 방형(方形)이 되는 
면적(面積)은 청판(廳板)끼우기에 무리(無理)가 없겠으나 나머지 면적(面積)은 모두 청
판(廳板)의 일단(一端)이 사각(斜角)으로 치목(治木)되어야 하기 때문에 널판 치목(治
木)에 신경(神經)을 많이 써야 한다. 경우(境遇)에 따라서는 길이 방향(方向)으로도 평
행(平行)이 안되는 부재(部材)들도 많이 있게 된다. 타예(他例)를 보면 삼각형(三角形)의 
면적(面積)에 청판(廳板)을 끼워 맞추더라도 수직방향(垂直方向)으로 깔도록하여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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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一端)만 경사(傾斜)지게 치목(治木)하면 되는데 이 건물(建物)에서는 방사형(放射形)으
로 맞추다가 차츰 수직방향(垂直方向)으로 맞추어나가 시각적(視覺的)인 무리(無理)를 
감소(減少)하 다. (圖版 6)
 
 

圖版 6. 마루청(廳) 판(板)깔기

 
 
  대청(大廳)의 높이 차이(差異)를 보면, 전(前), 후(後), 측면(側面)이 모두 같지 않는데 
이는 중부지방(中部地方)의 상류주택(上流住宅)에서 퇴(退)마루와 대청(大廳)의 높이가 
다른 것과 같다. 
  전반부(前半部) 대청(大廳)에서 퇴간(退間)과 대청(大廳)의 마루높이가 같이 되는데 
지상(地上)에서 1.15cm이다. 
  방(房)의 좌측우(左側右) 입구부분(入口部分)의 삼각형(三角形) 공간(空間)마루는 이
보다 8cm가 낮게 되어 있고, 이 마루밖의 퇴(退)마루는 이에서 또 7cm가 낮게 되어있
다. 온돌방의 뒤쪽에 남은 공간(空間)과 뒷 퇴마루는 훨씬 높아 지상(地上)에서 1.3m되
어 전면(前面)의 퇴(退)보다는 15cm가 높은 셈이 되며 후반부(後半部) 측면(側面) 퇴
(退)마루보다는 30cm가 높게 된다. 
  온돌의 높이는 측면(側面)의 삼각형(三角形) 공간(空間)의 마루높이 즉 지상(地上)에
서 107cm가 되는 셈이다. 
  결국(結局)은 정자(亭子)의 입구(入口)쪽에서 대청(大廳)까지 오르는데 15cm라도 높
이 차이(差異)를 단계적(段階的)으로 줄여 청(廳)까지 오르는데 무리(無理)가 없도록 함
이다. 온돌보다 청(廳)의 높이가 높은 것은 상례(常例)로 되어 있는 것이다. 
  후면(後面)에는 뒷산에서 불어치는 바람 때문에 퇴(退)마루를 높여 비들이침을 최소
(最少)한 막았다. 육각(六角)처마끝중(中) 뒤쪽만 방풍판(防風板)을 부설(附設)한것만 봐
도 의도(意圖)가 상상(想像)이 간다. (圖版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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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7. 추녀끝의 방풍판(防風板)
 
  전반부(前半部)의 퇴(退)마루에서 후반부(後半部)의 퇴(退)마루로는 통행(通行)을 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우주(隅柱)와 활주사이 
 

圖面 4. 천정(天井)복도(伏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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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창으로 막아 출입구(出入口)로만 통행(通行)할 수 있도록 하 다. 
   
  ② 천정(天井)
  외주(外柱) 주심도리(柱心道理) 밖과 방사형(放射形)으로 조립(組立)된 대량(大樑)위
의 중도리(中道里)까지는 연등천정으로 하여 앙토 바르기를 하 고, 중도리(中道里)에서 
안쪽의 육각평면(六角平面)에는 폭(幅) 61㎝, 경사(傾斜) 높이 39㎝의 빗반자로 하 으
며 그안에는 육각평면(六角平面)에 정자(井字) 반자틀을 쌓아 올렸다(圖面(도면) 4). 빗
반자틀중 1간(間)은 개폐식(開閉式)으로 하여 놓았다. 
  중앙(中央)의 육각(六角)반자는 중도리(中道里) 장설(長舌)에만 의지(依支)하고 있을 
뿐으로 윗면에서 공떠있다. 육개(六個)의 추녀가 중앙(中央)에서 집합(集合)되면 추녀바
닥에 의지하게 되나 추녀는 종도리(宗道里)에서 끊겨 있다. 
  그리고 중도리(中道里) 장설(長舌)이나 반자를, 반자청판 등에는 모서리와 배바닥에 
쌍사(쌍사)를 둘러 모양을 내었으며 각부재(各部材)가 교차(交叉)되거나 장부맞춤된 부
분(部分)에는 작은 철정(鐵釘)으로 박아 견고(堅固)함과 장식(裝飾)을 겸하고 있다. 특히 
육각(六角) 반자 모서리 연접부(連接部)에는 국화정을 겹으로 박아 장식(裝飾)하 다(도
판(圖版) 8).
  온돌방의 천정(天井)은 중앙고주(中央高柱) 상인방(上引枋)에서 이루어지는데 쌍사(쌍
사)를 조각(彫刻)한 우물반자로 하 다.   
  이 방(房)의 반자틀의 상면(上面)에는 알메흙을 얹어 구
 

圖版 8. 귀래정(歸來亭) 천정(天井)
 
들모양 발라 놓았는데 이는 반자틀 사이로 흙먼지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防止)함인 것
으로 보인다. 
  이 알메흙이 입면(立面)에서 보이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상인방(上引枋)위에 상판(床
板)을 빗걸이로 하여 기둥 사이에 박아 흙을 막았다. 이 상판까지도 쌍사(쌍사)의 조각
(彫刻)은 잊지 않았다. 
 
  ㄴ. 입면부재(立面部材)
  이 건물(建物)에서는 원주(圓柱)와 각주(角柱)를 병용(倂用)하 다. 심주(心柱)와 우주
(隅柱), 그리고 후반부(後半部)의 활주 등은 원주(圓柱)이고 평주(平柱)와 방(房)의 우주
(隅柱)는 각주(角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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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주(心柱)는 우주(隅柱)에 비해 약간 굵은 편이고 길이도 대량(大樑)의 홍예곡(曲)만
큼 높게 되어 있다. 물론 보의곡(曲)은 나무의 생김새대로 하 기 때문에 곡(曲)이 일정
하지는 않았다.
  심주(心柱)는 하경(下徑) 30cm, 상경(上徑) 28cm이고 우주(隅柱)는 하경(下徑) 28cm, 
상경(上徑) 26cm로 각기 민흘림을 두었다. 각주(角柱)에서도 민흘림을 두었는데 하폭
(下幅) 18.5cm, 상폭(上幅) 16.5cm이며 온돌방의 북(北)쪽 사잇기둥은 약간 작아 하폭
(下幅)이 19cm, 상폭(上幅)이 18.5cm이다. 활주의 굵기는 일정하지 않으나 초석(礎石)
위의 하경(下徑)이 약 15cm 내외(內外)이고 상경(上徑)은 13cm정도이다.
  기둥의 길이는 덤벙주초 관계로 일정하지 않으나 대청상면(大廳上面)에서의 외주고
(外柱高)는 2.08cm이다.
  방(房)의 전면(前面)에는 하인방(下引枋)과 상인방(上引枋) 사이에 판벽(板璧)과 2짝
의 들문으로 하 다. 2짝의 문이 모양과 크기가 달라 조화(彫和)를 이루고 있다.
  심주(心柱)와 방우주(房隅柱) 사이에 모두 문짝으로 하기에는 넓어 중간(中間)에 문설
주를 세워 문설주와 벽선 사이에는 머름을 두어 머름청판으로 하 다(圖版 9).
 
 

圖版 9. 방(房)의 입면(立面) 벽체(壁體)
 
 
  문설주와 주선은 하부(下部)는 평(平)맞춤하고 상부(上部)는 제비초리로 맞춤하 다.
  머름청판은 길이방향으로 길게 되어있어 2개의 머름동자를 넣고 머름청판은 2중으로 
하여 외부쪽의 상판(床板)에는 세로 방향으로 안상(眼象)을 투공(透孔)하 다.
  문짝의 폭(幅)은 0.67M와 100M인데 작은 쪽의 문은 항상 사용(使用)토록 여닫이로 
하고 큰쪽의 문은 들문으로 상부(上部)에 정첩이 있다.
  여닫이문은 격자(格子)살문으로 되어있는데 밑에는 제비초리의 머름띄대로 분제(分
際)하여 청판을 끼웠고 윗 부분(部分)에는 삼단격자(三段格子)살문으로 하 다. 정첩은 
상하결구식(上下結構式)으로 하고 들문의 문틀에 연결(連結)하 다.
  들문은 살간이 넓은 격자문(格子門)인데 중앙부(中央部)에 육각(六角)의 광창(光窓)을 
내고 격자(格子)살에는 한지를 두껍게 양쪽으로 발라 불투명하게 하 다. 중앙(中央)의 
육각광창(六角光窓)에는 문틀과 같은 넓이의 육각(六角)틀을 만들고 그 안에 각변(各邊)
에 나란한 문살을 짜넣어 개체(個體)의 공간(空間)을 보면 정삼각형(正三角形)이 된다. 
이 단위공간(單位空間)인 정삼각형(正三角形)은 육각(六角)의 기본(基本)이 되는 것이다
(圖版 10).

319



圖版 10. 방문(房門)의 육각광창(六角光窓)
 
  2개(個)의 방(房)을 구획(區劃)하는 4짝의 미닫이 사잇문도 이와같이 6각(角)의 광창
(光窓)을 가진 문으로 되어 있다.
  방(房)의 측면(側面)으로 들어가는 문(門)은 머름중방(中枋) 위에 문(門)설주를 세우고 
높이가 낮은 쪽문을 달았는데 단격자문(段格子門)으로 하 다.
  방(房)옆의 삼각벽장(三角壁欌)은 방쪽으로 문(門)이 나 있는데 살간이 넓은 격자(格
子)로 하 고 양면(兩面)에 한지를 발라 벽(壁)과 같이 처리 하 고 작은 쪽문으로 하
다.
  벽장(壁欌)의 외부벽(外部壁)은 모두 판벽(板璧)으로 하여 내부(內部)에 도배를 발랐
다.  후반부(後半部)의 양측면(兩側面)에는 외주(外柱)사이를 판벽(板璧)으로 막았다. 후
반부(後半部) 측면(側面) 평주(平柱) 북(北)쪽으로 판벽(板璧)이 되었는데 하인방(下引
枋)위로 기둥의 약 2/3에 중방(中枋)을 넣고 그 사이에 판벽(板璧)으로 하 으며 그위에
는 회벽(灰壁)을 하 는데 평주(平柱)에서 외주(外柱)까지 하지 않고 방(房)있는 부분
((部分)까지만 회벽(灰壁)처리 하 다.(圖版 11). 판벽(板璧)에는 중간에 띄대를 넣어 철
정(鐵釘)으로 박아놓았다.

圖版 11. 후반부(後半部) 측면(側面) 북(北)쪽판벽(板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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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벽면(壁面)에서 남(南)쪽으로는 중방(中枋)이 북(北)쪽의 것보다 훨씬 위로있어 창
방(昌枋)과의 사이는 약(約) 25㎝ 정도 떼어 벽(壁)없이 공백(空白)으로 하 다.  그밑으
로 출입(出入)하는 판문(板門)을 달았는데 불과 64㎝밖에 안되는 넓이에 2쪽의 판문(板
門)을 달았다.  지금은 외짝 여닫이로 하여 신조(新造) 되었으나 하인방(下引枋)에 문 
돌촉구멍이 있고 중방(中枋)에 둔테를 달았던 흔적(痕迹)이 남아 있었다.(圖版12).  이 
외(外)에 면적(面積)에는 판벽(板碧)으로 막아 놓았다.
 

圖版 12. 후반부(後半部) 측면(側面) 남(南)쪽 판벽(板璧)
 
  방(房)의 후면(後面)에는 청(廳)의 높이가 높아 방(房)에서 보면 문놓이가 약(約) 30㎝ 
올라 있으며 중방(中枋)은 측면(側面)의 중방(中枋)과 같은 높이이다. 상인방(上引榜)과 
중방(中枋)사이는 91㎝이며 이 사이에 2짝의 쪽문이 달려 있는데 문(門)의 폭(幅)은 1짝
이 47㎝밖에 안된다.
  지금은 이 문짝위로 회벽(灰壁)으로 되어 있으나 원래(原來)는 이곳에 고미다락이 붙
어 있었다. 우주(隅柱)와 평주(平柱)사이에 중방(中枋)을 끼웠던 장부구멍이 있고 현재 
벽 중방(中枋)에 있는 다락 바닥 살대구명이 총총히 나있어 식별(識別)할 수 있다. 건물
(建物) 측면(側面)에서 볼때에도 방(房)까지만 되어있는 회벽(灰壁)이 밑의 판벽(板璧)
과 같이 우주(隅柱)까지 연장된다면 지금같이 미관상(美觀上) 어색하지 않을 것 같다.
  이 건물(建物)에 사용(使用)되고 있는 모든 부재(部材), 즉(卽) 기둥, 장설(長舌), 인방
(引枋), 설주, 천정재(天井材), 난간(欄干), 문(門)틀, 심지어 동바리 대에까지 모접기와 
쌍사(쌍사) 조각(彫刻)을 하여 각부재(各部材)마다 선(線)을 이어 놓아 이음부분(部分)
을 되도록 은폐(隱蔽)하여 전체(全體)가 일체(一體)로 보이도록 노력(勞力)하 다. 그리
고 각(各)이음 부분(部分)에는 철정(鐵釘)재래정(재래釘)을 박았으며 모서리 부분(部分)
에는 국화정을 박아 견고(堅固)함과 장식적(裝飾的)인 면에 소홀함이 없다. 특(特)히 국
화정은 요소(要所)에 따라서는 겹으로하여 대칭(對稱)으로 박아 눈에 보이지 않는 멋을 
마음껏 부려 놓았다.
 
ㄷ. 가   구(架   構)
  외열(外列)의 우주(隅柱)에서 짜여진 대량(大樑)은 충량(衝樑)을 겸(兼)하여 심주(心
柱)로 바로 연결(連結)되어 심주(心柱)에서 6귀마춤으로 짜여진다. 이 보위의 중앙(中
央)에서 다시 접시바침을 놓고 장설(長舌)과 도리가 육각(六角)으로 짜여져 이위에 육방
(六方)의 추녀가 갈린다. 육방(六方)의 추녀중 동서(東西)의 추녀위에 동자주 대공이 세
워지고 그위에 종(宗)도리가 놓여진다. 종(宗)도리에서 선자연(扇子椽)위로 덧서까래가 
놓여 팔작(八作)의 합각(合閣)을 형성(形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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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작(包作)은 2익공(翼工)집으로 일반형(一盤形)과는 반대로 외부(外部)에는 제공(諸
工)의 뿌리를 단절(斷切)하 으며 내부(內部)로 초각(草刻)하 다.(圖版 13, 14)
 
 

圖版 13. 외주(外柱) 평주(平柱)의 익공(翼工)
 
 

圖版 14. 외주(外柱) 우주(隅柱)의 익공(翼工)
 
 
  방(房)의 우주(隅柱)와 외열(外列)의 우주(隅柱)사이는 대량(大樑)이 충량(衝樑)모양 
휘어있고 심주(心柱)와 방(房)의 우주(隅柱)사이는 거의 수평(水平)이나 자연곡재(自然
曲材)이므로 약간의 높이 차이가 있는데 상면(上面)의 중도리(中道里)의 수평(水平)은 
중도리밑의 도리받침으로 조정(調整)하 다.
  심주(心柱)에서는 육각(六角)의 주두(柱頭)를 놓았고 주두(柱頭)의 각변(各邊)마다 대
량(大樑)이 걸려 있으며 그 밑에 보아지가 연(蓮)봉 조각(彫刻)으로 되었다. (圖版 15.)
 

322



圖版 15. 심주(心柱)보아지
 
  이 건물(建物)에서 가장 힘이 작용(作用)하는 부위(部位)가 심주(心柱)위 대량(大樑)이 
모이는 곳으로 생각(生覺)되는데 대량(大樑)이 집합(集合)된 상면(上面)에는 철띄라도 
박음직하나 그대로 맞춤법으로 이어 놓았다. 동서(東西)를 제외(除外)한 나머지 보를 나
비장으로 맞춘 후에 동서(東西)의 보는 보뿌리를 수평(水平)으로 삼등분(三等分)하여 중
앙부(中央部)를 장부로 하여 보마춤 한곳에 어 넣었다.  그리고는 보아지 상면(上面)
과 보바닥에 장부구멍을 파고 장부촉을 다듬어 사이에 끼웠다.(圖版 16)
 

圖版 16. 심주(心柱) 대량(大樑)의 집합(集合)
 
  방(房)의 우주(隅柱) 위에는 주두(柱頭)없이 보에 기둥을 바로 바쳤으며 보밑에 심주
(心柱)에서와 같은 보아지를 직교(直交)하여 바쳐 놓았다(圖版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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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17. 방우주(房隅柱)의 보아지
 
 
  대량(大樑)의 위에는 심주(心柱) 중심(中心)에서 각(各) 모서리 방향(方向)으로 1.83ｍ
되는 곳에 중도리(中道里) 왕치를 짷도록 하 다. 접시바침 위에 장설(長舌)과 도리(道
里)바침이 6귀마춤으로 하고 그위에 도리(道里)가 30로 교차(交叉)하여 왕치가 짜진다. 
이 도리(道里)받침은 밖으로 초각(草刻)하고 안쪽에는 단절(斷切)하 다. 이 접시바침은 
다른 주두(柱頭)와 달리 매우 얇아 위의 춤이 거의 없을 정도이다. 대체적으로 보면 도
리(道里)받침과 장설(長舌)이 육각(六角)으로 맞추어지므로 접시바침도 육각(六角)이 되
어야 하는데 이것은 사각(四角)으로 되었다.(圖版 18).

圖版 18. 중도리(中道里)의 왕치
 
 
  이 건물(建物)에서 특히 주목(注目)할만한 것은 소루(小累)는 선대(鮮代)의 평소루(平
小累)로 되어 있으나 주두(柱頭)와 접시바침은 모두 상대건물(上代建物)에서 볼수 있는 
굽주두로 되어있다는 것이다.  굽의 곡(曲)이 매우 완만하여 약간의 기분을 보여줄 정도
이다.  그리고 익공(翼工)의 쇠서가 봉정사(鳳停寺) 화엄강당(華嚴講堂)이나 능의 정
자각(丁字閣)등의 쇠서와 비슷한 선(線)을 갖고 있어 주두(柱頭)와 같이 말기식(末期式) 
양식(樣式)을 벗어나려 애쓴 것은 우리의 관심(關心)을 끌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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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도리(中道里)왕치에서 외열(外列)의 주심도리(柱心道里) 왕치까지 추녀가 걸리는데 
추녀 끝에 사래도 덧대어 놓았다.
  추녀, 사래가 있으면서  연목(椽木)만 있는 것이 더러는 있으나 대부분은 추녀, 사래
를 합하여  연목(椽木)이 붙는 것이 보통이나 이 건물(建物)은 선자연(扇子椽) 초(初)장
의  연목(椽木)이 추녀에 붙어있고 2장부터 사래위의 평고대에 붙게 되어있어 몹시 서
투르게 되어있다(圖版 19).

圖版 19. 추녀사래의  연목(椽木)처리
 
 
  대체적으로 육각정(六角亭)이나 사각(四角), 팔각(八角)인 모둠지붕 구조(構造)에서는 
건물중심(建物中心)에서 추녀뿌리가 모두 모여 그위에 적심주(積心柱)를 세워 절병통을 
씌우는 것이 통례(通例)이나 이 건물(建物)은 합각(合閣)을 만들기 위(爲)하여 추녀, 뿌
리를 중도리(中道里)에서 끝내었다. 
  추녀뿌리 위에는  연목(椽木) 느리개를 놓아 견고(堅固)하게 하 다. 
  동서(東西)의 추녀뿌리 위에 동자주(童子柱) 대공(臺工)을 세우고 그위에 종도리(宗道
里)를 얹어 합각(合閣)을 형성(形成)하게된다. 종도리(宗道里)에서 덧서까래를 얹을때 
하단(下端)은 앞뒷면의 선자연(扇子椽)위에 놓이게 된다.
  팔작(八作)집에서 합각부(合閣部)의 저변(底邊)은 수평(水平)이 되어야하나 이건물(建
物)에서는 동서(東西)의 추녀가 있으므로 중앙(中央)이 높게되고 그위에 육각(六角)지붕
의 귀마루가 앉게된다.
    4) 지붕의 형태(形態)
  이 건물(建物)에서 특히 주목(注目)을 끄는 것이 바로 지붕이다.
  내림마루와 귀마루가 만나는 점(點)은 합각(合閣)에 관계가 되므로 매우 중요시(重要
視)된다. 중도리(中道里)왕치의 윗 부분(部分)이 되어 선자연(扇子椽)의 집점(集點)과 같
이 되어야 하나 용마루가 짧아지게 된다. 그래서 마루합점(合點)을 외주(外柱)쪽으로 내
어야 귀마루는 짧아지더라도 용마루에 신경을 썼다. 마루의 평면(平面)을 보면 귀마루는 
합각(合閣)마루의 반(半)이 되어 육각(六角) 각면(各面)의 경사도(傾斜度)를 맞추었으며 
또 합각(合閣)마루는 내림마루와 길이가 같다. 그리고 내림마루와 귀마루가 만나는 점
(點)에서 용마루 길이와 같다. 6각(角)의 지붕에서 합각(合閣)을 짜야 하기 때문에 이러
한 기하학적(幾何學的)인 구상(構想)이 없었다면 균형(均衡)잡힌 지붕의 모양을 얻기 힘
들었을것이다(圖面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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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5. 지붕마루형성
 
 
  기와골의 방향(方向)도 남북(南北)으로는 용마루에 직각(直角)이 되나 측면(側面)의 
기와골은 합각(合閣)에서 나오는 합각(合閣)마루와 귀마루가 60의 각(角)을 가지고 있어 
이 60중 30선(線)이 중심(中心)이 되므로 측면(側面)의 가와골은 동서축(東西軸)에서 30
의 방향(方向)으로 깔리게 된다(圖面 6). 물론(勿論) 연목(椽木)의 방향(方向)도 이와같
이 된다.
 

圖面 6. 기와골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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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와마루의 적사(積斯)를 보면 내림마루와 합각(合閣)마루는 상단삼단(上端三段), 하
단구단(下端九段)으로 하여 머리 부분(部分)에서 급격하게 많이 올렸는데 긴 마루의 선
(線)을 경쾌(輕快)하게 하기 위해서이고 용마루는 중앙육단(中央六段), 양단구단(兩端九
段)으로 귀마루는 상단사단(上端四段), 하단팔단(下端八段)으로 하여 머리끝의 구단(九
段), 팔단(八段)은 다른마루와 같으나 상단(上端)이나 중앙(中央)이 사단(四段)과 육단
(六段)으로 높아 짧은 선(線)에서의 곡선(曲線)을 심하게 주지않기 위함이다.
  그리고 용마루에는 짧은 용마루를 경박(輕薄)하게 보이지 않도록 저고(著高)막이 위에 
부고(附高)를 이단(二段)으로 중첩(重疊)하 으며, 내림마루는 평상(平常)대로 저고(著
高)만 하 다. 그리고 귀마루와 합각(合閣)마루에서는 저고(著高)위에 부고(附高)를 1단
(段) 두었다. 
  합각(合閣)의 박공부(部)에는 박공널밑에 방풍판(防風板)대신 적사벽(積斯壁)을 하여 
이곳에 합각(合閣)마루를 박았다(圖版 20).
 

圖版 20. 귀래정(歸來亭)의 지붕
 
   5) 기   타(其  他)
  이 건물(建物)에서 보이지 않는 곳까지 세심(細心)한 신경(神經)을 썼음을 몇군데에서  
더 볼수 있다. 갈모산방을 들인 것이라던지, 연함 다듬은 솜씨하며, 계자각난각(鷄子脚
欄干)에서 상배(床杯)끝의 처리, 대청(大廳)의 낙차처리(落差處理)등에 특별한 기교(機
巧)를 아끼지 않았다.
  연목(椽木)잇기에서도 특이한(特異)한 예(例)를 보이고 있다. 일면(一面)에 걸리는 연
목(椽木)은 평균(平均) 19개(個)인데 중도리(中道里)의 길이가 육척(六尺)밖에 않되어 
평연(平椽)을 5개(個) 걸리게 된다. 그러면 선자연(扇子椽)은 양(兩)쪽에 7개씩 걸어야 
한다. 이 작은 건물(建物)에서 선자연(扇子椽) 7장은 무리일뿐 아니라 평연(平椽)과 간
격(間隔)에도 문제가 되어 평연(平椽)을 나란한 선으로 하지 못했다. 중도리(中道里)에
서 간격(間隔)을 좁혀 7장을 걸고 추녀끝에서의 분할(分割)된 간격(間隔)대로 맞추어 나
가니 평연(平椽)이 선형(扇形)으로 전개(展開)된다. 선자연(扇子椽)은 펼쳐지는 면적(面
積)의 각도(角度)가 30이어야 하는데 평연(平椽)의 선형전개(扇形展開)로 30가 미달(未
達)된다는 이야기가 된다(圖面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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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面 7 연목도해(椽木圖解)
 
 
  단청(丹靑)을 한 흔적(痕迹)은 없으나 초각(草刻)된 초공들은 섬세한 조각(彫刻)으로 
되었다.
  의장(義匠)도 시멘트를 쓰지않고 재래식(在來式)으로 회벽(灰壁)처리로 깨끗이 되어있
어 퍽 다행(多幸)스럽다.
    나. 기타(其他) 건물조사(建物調査)
   1) 안 채
  남향(南向)하고 있는 일자(一字)집인데 육간(六間)으로 되었으며 건평(建坪)은 13.3평
(坪)이다.
  납도리에 맛배지붕으로 하 고 얕은 자연석기단(自然石基壇)을 하 다. 자연석(自然
石) 덤벙주초(柱礎)에 각주(角柱)로 하 고 삼량구조(三樑構造)에 홋처마로 하 다(圖版 
21).
 
 

圖版 21. 안채의 입면(立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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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면(平面) 배열(配列)은 동(東)쪽에 부엌이 있어 이에 따라 전체적(全體的)인 배치
(配置)가 일반예(一般例)와 반대로 되어있다.
  동(東)쪽에 있는 부엌은 반간(半間)을 박공의 방풍판(防風板)까지 잇대어 내었고 여기
에 시 을 걸쳐놓고 찬장을 짜놓았다. 반간(半間)의 부설(附設)된 기둥은 전열주심도리
(前烈柱心道里)까지 연장(延長)되어 고주(高柱)같이 높게 되어있다.
  부엌은 모두 판벽(板璧)으로 하 고 기둥 사이에 띄대를 대어 널판으로 판벽(板璧)을 
만들었다. 측면(側面)의 하방(下枋)은 높다랗게 하여 밑에는 토벽(土壁)으로 하 다. 
  부엌 전후면(前後面)의 입면(立面)에서 반간(半間)을 이어낸 부분(部分)에는 판벽(板
璧)을2/3정도만 하 고 그위는 공간(空間)으로 틔어 놓았다. 
  부엌의 문은 2짝으로 하 는데 통판 일매(一枚)로 하 다. 양(兩)쪽의 연륜반양(年輪
反樣)이 대칭(對稱)되어 같은 나무에서 켜낸듯하다. 이 문(門)은 밖으로 열리게 되어 상
인방(上引枋)에 둔테를 달았고 하인방(下引枋)에는 둔테공(孔)을 통나무로 조각(彫刻)하
다.

  부뚜막 위의 판벽(板璧)에는 광창(光窓)이 있는데 이러한 광창(光窓)은 경주(慶州), 월
성지구(月城地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인데 그 모양은 천태만상(千態萬象)이라 이에 
대한 소고(小考)는 경주월성지구(慶州月城地區) 종합조사보고서(綜合調査報告書)에 소개
되겠으나 지금은 형식적(形式的)인 천창(穿窓)으로 남아있다. 이 광창(光窓)은 반원투공
(半圓透孔)인데 서로 등을 대고 있으며 띄대를 가운데두고 상하(上下)로 어금나게 파놓
았다.
  부엌의 다음 간(間)은 온돌방으로 되었는데 2개(個)의 방(房)이 연결(連結)되었으며 
방(房)사이에는 미닫이로 장지문을 달았다. 첫째방은 아랫방, 다음간은 웃방이라 한다.  
그들은 부엌에서 때는 불로 2방(房)이 모두 덥게 되었다. 하인방(下引枋)이 구들 때문에 
기둥의 약(約) 2/3까지 높아져 있다.
  아랫방은 전후(前後)에 외짝문을 달았고 웃방에는 전면(前面)에 2짝문, 후면(後面)에 
외짝문을 내었다. 문은 격자(格子)살문으로 하여 한지를 발랐다. 벽과 천정(天井)에는 
도배하 다.
  다음간은 고방(庫房)인데 이곳도 2간(間)이 간막이 없이 연결되는 대청(大廳)이다. 전
면(前面)에는 양간(兩間)모두 판벽(板璧)에 2짝문을 하 고 뒷쪽에는 머름중방(中枋)위
에 판벽(板璧)을 하고 역시 2짝문을 달았는데 판문(板門)으로 하 다(圖版 22).
 
 

圖版 22. 안채의 배면(背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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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면(前面)의 문(門)짝은 격자(格子)살문에 하부(下部)에는 머름청판을 끼웠다.
  청(廳)의 바닥선(線)인 하방(下枋)은 온돌보다 약간 낮게 하 으나 지면(地面)에서는 
높은편이다.
  청(廳)의 뒷쪽에는 시 을 얹고 가구집기(家具什器) 등을 놓았으며 마루 위에는 성주
단지, 뒤주 등 가재도구(家財道具)들이 꽉 차있다.
  다음 간(間)은 또 온돌방인데 이 방(房)의 불은 양측(兩側)에서 때게 되어있다. 전면
(前面)에 2짝문을 달았고 후면(後面)에는 창문(窓門)은 없고 고미다락을 달아 내었다.
  이 건물(建物)의 굴뚝은 모두 전면(前面)의 기단(基壇)으로 나오게 되었으며 연통(煙
筒)은 세우지 않았다.
    2) 행    곽(行   廓)채
  안채의 남서(南西)에 있는데 동향(東向)하고 있다. 일자삼간(一字三間)의 초가(草家)로 
되어 있으나 현재(現在)는 새마을 사업으로 스레이트로 되었다.
  연목(椽木)은 초가(草家)의 형태(形態)로 엮음 선자(扇子)로 하여 위에 스레이트를 얹
었고, 기단(基壇)은 호박돌을 놓아 만들었으나 거의 빠져나가 지금은 비스듬히 경사(傾
斜)로 되었고 측면(側面)에 조금 남아있다.
  평면(平面)은 정면(正面)을 향(向)하고 서서 왼쪽이 온돌방, 다음간이 외양간, 다음간
이 방앗간으로 되어있다(圖版 23).
 

圖版 23. 행랑(行廊)채의 입면(立面)
 
 
  현재(現在) 방앗간은 사용(使用하지 않으며 농기구(農器具)등 집기(什器)를 넣는 헛간
으로 쓰고 있다. 외양간은 판벽(板璧)으로 하여 판문(板門)을 달았다. 타예(他例)를 보면 
방앗간은 별(別)채로 있고 우측(右側)에 외양간, 중앙(中央)이 정지간, 좌측(左側)에 온
돌로 하여 정지에서 온돌방에 쇠룩솥을 걸고 불을 때며 우측(右側)의 외양간에 구유가 
걸려있게 되며 외양간에 판벽(板璧)과 판문(板門)이 있고 정지에는 판벽(板璧)없이 트이
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이 건물(建物)은 온돌방의 아궁이가 전면(前面)에 나와있고 
부뚜막을 통해 방(房)에 출입(出入)하게 되었다. 굴뚝은 뒤쪽으로 나있다.
  온돌방의 전면(前面)과 후면(後面)에 격자(格子)살문이 외짝으로 달려있고 남(南)쪽 
측면(側面)에 들창이 나있다.
 
    3) 일각문(一角門) 및 협문(夾門)
  일각문(一角門)은 귀래정(歸來亭)의 정문(正門)이다. 자연석(自然石) 토원(土垣) 사이
에 있다. 사주(四柱)로 되어있고 전열(前列) 기둥에 대문(大門)이 2짝 판문(板門)으로 되
어있다. 납도리 집에 사표가(三標家)로 하 으며 훗처마에 맛배로 되어있다.
  측면(側面)에는 벽(壁)이 없고 중방(中枋)을 끼워 놓았는데 후(後)에 사장목(斜長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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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아 넘어감을 막고 있다.
  용마루와 내림마루의 선(線)은 귀래정(歸來亭)을 닮아 매우 경쾌(輕快)하다(圖版 24). 
 
 

圖版 24. 일각문(一角門)
 
 
  기단(基壇)은 안쪽으로는 없고 밖으로 간단하게 시멘트로 형식(形式)만 취하 다.
  협문(夾門)은 내외정(內外庭)을 통(通)하는 출입문(出入門으)로 붕괴(崩壞)된 것을 근
래(近來)에 복원(復元)하 는데 일부(一部) 토원(土垣)도 복원(復元)하여 기와는 스레이
트 기와를 이어 놓았다. 협문(夾門) 자체(自體)도 지붕에는 스레이트를 이어 놓았다.
  기둥 2개로 세워진 일반형(一般形) 협문(夾門)인데 용기판 대신 사장목(斜長木)을 박
아 놓았다. 판문(板門)은 안마당 쪽으로 열게 되었고 빗장걸이는 바깥마당 쪽으로 되어 
있다.
  기둥 위에 장설(長舌)과 도리(道里)를 얹고 그 위에 수평첨차(水平첨遮)를 나열(羅列)
하여 평고대를 놓았다. 측면(側面)에 박공이 있는 것으로 보아 정문(正門)과 같이 맛배
지붕으로 경쾌(輕快)한 지붕이 형성(形成) 되었으리라 보인다.(圖版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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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25. 협문(夾門)
 

6. 연대추정(年代推定) 및 내력(來歷)
 
   이동오씨(李東吾氏) 댁(宅)을 조사(調査)하면서 문중(門中)의 여러사람을 만났다. 이
분들의 말을 종합(綜合)하여 보면 현재(現在) 귀래정(歸來政)은 원래(原來) 이정선생(李
亭先生)(인물미상(人物未詳) ; 이동오씨(李東吾氏 48세)의 고조부(高祖父)이 가숙(家塾)
으로 지은 육화정(六花停)이었으나 50여년전(餘年前)에 문종(門中)에서 의논(議論)하여 
12대조(代組) 지헌선생(止軒先生)을 모시기 위하여 귀래정(歸來停)으로 개명(改名)하
다 한다.
  현재(現在) 이동오씨(李東吾氏의 고조(考祖)이면 당대(當代)를 포함(包含)하여 약 120
∼150년전(年前)에 해당(該當)된다고 보겠다. 마침 종도리(宗道理)에서 상량문(上樑文)
이 발견(發見) 되었으나 충해(蟲害)로 후반(後半)의 명문(銘文)을 거의 알아보기 힘들었
지만 「숭정기원후(崇禎記元後)○무오맹하(戊午孟夏)……」는 일부획(一部劃)이 조금씩 
보여 판독(判讀)되었으나 숭정기원후(崇情紀元後) 몇무오(戊午)인지 확실(確實)하지 않
다(도판(圖版) 26). 120∼150년전(年前) 사이에서 무오(戊午)를 찾아보니 119년전(年全)
인 1858년이 되고 이에서 전후(前後)로 무오(戊午)는 1798년(年)과 1858년(年)이 되는데 
지금까지 조사(調査)된 건축수법(建築手法)으로 보아 1858년(年)이 공감(共感)이 가는 
연대(年代)가 되는 것 같다.
 

圖版 26. 천서가숙상량문(川西家塾上樑文)
 
  그리고 「귀래정기(歸來亭記)」란 현판(懸板)이 2개(個)가 걸려 있는데 각기 정축(丁
丑), 무인(戊寅)의 간지(干支)가 보이는데 이는 지금부터 40년전(年前)인 1937년(年)과 
1938년(年)에 해당(該當)한다. 귀래정(歸來停)으로의 개명(改名) 연대(年代)도 구전(口
傳)과 대략(大略) 맞는 것으로 보인다(圖版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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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27. 귀래정기현판(歸來亭記懸板)
 
  지헌선생(止軒先生)이나 행정선생(杏亭先生)에 대해서는 알기 어렵다. 상량문(上樑文)
에도 건물(建物)의 명칭(名稱)은 없고「천서가숙상량문(川西家塾上樑文)」이라 되어있어 
건물상량(建物上樑) 당시(當時)에는 건물명(建物名)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귀래정(歸來亭) 방(房)의 천정(天井)위에 「지헌선생세사(止軒先生世사)」의 목판본
(木版本)이 약(約) 20여매(餘枚)가 있으나 거의가 없어지고 일부(一部)만 남은 것으로 
내용(內容)을 알기 어렵다. 그리고 말안장과 방림이 있는데 행정선생(杏亭先生)의 유품
(遺品)이라고 하나 연고(然故)를 알 수 없다(圖版 28, 29, 30).
 

圖版 28. 말안장
 
 

圖版 29. 방립(方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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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30. 「지헌선생세계(止軒先生世系)」 목판본(木版本)
 
 
 

7.  결    어(結   語)
 
  이 건물(建物)의 특이성(特異性)과 중요성(重要性)을 이상에서 훑어 보았다. 이 귀래
정(歸來亭)은 여러 가지 면(面)에서 연구자료(硏究資料)를 발견(發見)할 수 있다. 우선 
외형상(外形上)으로 잘 안쓰는 육각(六角)을 하고 있고 모둠지붕이 아닌 팔작육(八作六)
모지붕을 한 것 등(等)은 크게 보이는 것이다.
  팔작육(八作六)모지붕은 본인(本人)의 식견(識見)으로는 그 명칭(名稱)이나 구조(構
造)에 대해서 아직 한번도 알려지지 않은 양식(樣式)의 건물(建物)이다. 그리고 세부적
(細部的)으로는 각부재(各部材)를 다듬은 솜씨와 각부재(各部材)를 일체(一體)로 보이게 
하기 위하여 쌍사(쌍사)를 계속 돌린 것, 익공(翼工)은 안으로 화려(華麗)하고 밖으로 
소박(素朴)하게 한 겸양(謙讓), 사각(四角)과 육각(六角)을 가지고 마음대로 요리한 평면
구성(平面構成)의 묘미(妙味), 가구구성(架構構成)의 특별함, 앙곡(昻曲)과 안 허리곡
(曲)의 우아(優雅)함, 기둥의 먼흘림, 주두(柱頭)의 굽 등 헤아릴 수 없다. 또 배치상(配
置上)의 안배(按配)는 가히 일품(逸品)이 아닐 수 없다.
  건축(建築)에 있어서 구조(構造), 계획(計劃)을 자유자재(自由自在)로 유감(有感)없이 
표현(表現)하 다.
  건축당시(建築當時) 도목수(都木手) 조성로(曺聖魯)(상량문(上樑文)에 목수도감(木手
都監)으로 나옴)가 어떠한 사람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익공(翼工)의 쇠서 모양이라던지 굽
주두(柱頭)의 모방(模倣) 등(等) 상대건축(上代建築)을 많이 보아왔던 터로 필연(必然)
코 지방(地方)의  도목수(都木手)로서는 대단한 견문(見聞)이 있었던 것 같다.
  육각(六角)의 육(六)귀맞춤은 사(四)귀 맞춤법을 훨씬 능가(能加)한 기술(技術)이다. 
모든 각(角)이 15。, 30。, 60。, 90。를 가지고 먹줄을 놓았을 것이다.
  여기에 더하여 안채의 건축양식(建築樣式)도 중요성(重要性)을 가지고 있다. 지난해 
경주지구(慶州地區)에 있는 민가(民家)가 조사(調査)되어 중요민속자료(重要民俗資料)로 
지정(指定)된 건물(建物)이 있다. 경주시(慶州市) 탑동(塔洞)의 김헌룡씨댁(金憲龍氏宅)
이다(圖版 31).
  평면배열(平面配列)의 순서(順序)는 반대로 되어 있으나 기본(基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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圖版 31. 김헌룡씨가옥(金憲龍氏家屋)
 

  이 때에 조사보고서(調査報告書)에 보이는 안채의 평면구조(平面構造)와 입면구성(立
面構成) 등(等) 유사(類似)한 점(點)이 많다.
순서(順序)는 같다. 다만 방(房)과 고방(庫房)이 2간(間)씩 연속(連續)되어 있는 것이 다
르긴 하나 고방(庫房)앞에 판벽판문설치(板璧板門設置), 앞에 퇴(退)가 없는 것, 부엌에 
반간(半間)이 덧대어 나가는 것 등(等)은 거의 흡사(恰似)하다. 조사(調査) 보고서(報告
書)에 의(依)하면 이러한 양식(樣式)의 건물(建物)이 경주지구(慶州地區)에는 귀하게 있
고 태백산맥(太白山脈), 소백산맥(小白山脈) 일대(一帶)에 분포(分布)되어 있다고 하
다.
  경주(慶州) 월성지구(月城地區)에 분포(分布)되어있는 종합적(綜合的)인 조사자료(調
査資料)가 완료(完了) 될 때까지 더 좋은 자료(資料)가 소개(紹介) 되리라 믿지만 이번 
조사(調査)된 귀래정(歸來亭)을 비롯하여 안채와 주위조경(周圍造景)등 격조(格調) 높은 
가옥(家屋)은 건축(建築)을 연구(硏究)하는 학도(學徒)들에게 귀중(貴重)한 자료(資料)가 
될 것을 믿어 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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