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사 김정희선생 고택 중수기
(秋史 金正喜先生 故宅 重修記)

 
 
 

문화재전문위원    申  榮  勳
 
 
온양(溫陽)에서 예산(禮山)으로 가다 신례원(新禮院)에서 당진(唐津)가는 큰길로 접어들
어 한참 가면 왼쪽으로 과수원(果樹園) 길로 들어선다. 점토(粘土)가 폭신하는 길을 따
라가면 언덕넘어 아득히 낮으막한 산(山)이 보이고 그 기슭에 자리잡은 추사선생(秋史
先生)의 고택(故宅)이 있다. (예산군(禮山郡) 신암면(新岩面) 용궁리(龍宮里)) 충남지방
(忠南地方) 특유(特有)의 낮으막하고 동그스름한 동산을 후원에 두고 자리잡은 추사선
생댁(秋史先生宅)은 앞에 탁트인 벌판이 좌우로 있고 뒷산에 올라 조망(眺望)하면 사방
(四方)으로 당진(唐津), 예산(禮山), 아산일대(牙山一帶)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도록 탁트
다. 비록 낮은 산(山)이지만 광야에 우뚝솟은 요충지(要衝地)에 해당할만한 자리에 위

치해 있다. 이 산 사면(四面) 기슭에 마을이 있다. 넓은 들에 논밭을 갖은 사람들이 살
고 있는 풍요한 마을이다. 추사선생댁(秋史先生宅)도 그런 마을의 집들중의 하나이며 산
기슭중 가장 좋은 자리를 잡았다.
추사(秋史) 선대(先代)가 얼마만한 부(富)를 누렸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만한 집을 지을 
수  있었다면 상당한 경제기반을 이룩하고 있었으리라 생각된다. 
 
 

어구(於口)에서 산록하(山麓下) 추사고택(秋史故宅)을 망경(望景)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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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사선생(秋史先生) 고택(故宅) 뒷산과 주위의 넓은 들판이 보임
 

추추사선생(秋史先生) 고택(故宅)과 앞의 넓은 뜰이 한 눈에 나려다 보이는 뒷산 
꼭대기에 올라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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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추사선생댁(秋史先生宅)의 보수(補修)의 논의와 시공(施工)
 
1976년 봄에 충남도(忠南道)에서 추사선생댁(秋史先生宅)을 보존하자는 여론(輿論)에 
따라 보수계획에 관심을 두고 시안(試案)을 1차로 수립하 다. 예비조사를 거친 뒤에 성
안(成案)한 것이었다.
추사선생(秋史先生)은 후손(後孫)이 없다고 한다. 직계(直系)가 없어 방계(傍系)의 후손
들이 그 집을 지키다가 일정기(日政期)에 장씨(張氏)집안에 매도(賣渡)되고 그 집의 마
름이던 현씨(玄氏) 성(姓) 가진 사람이 이럭저럭 그 집을 차지하고 농사 일을 하며 살게 
되었다. 넉넉하지 못한 살림살이에 배운 지식도 별로 없어 집을 가꾸며 살 능력이 전혀 
없었다. 안채는 농기구(農器具)의 수장(收藏)을 위하여 농우(農牛)의 외양간으로 쓰이도
록 또는 살림의 편의에 따라 변조(變造)되고 개조(改造)되었으며 더덕더덕 후보물(後補
物)을 첨가하 고 필요없는 사당(祠堂)채와 대문(大門)채는 헐어내었고 사랑채는 무너진 
상태로 방치(放置)되어 동리 어린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말았다. 
 
 

무너진 상태로 방치(放置)되어 있던 사랑채의 일부(一部)(보수전(補修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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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사선생(秋史先生)을 추모(追慕)하는 식자(識者)들은 이 목불인견(目不忍見)의 참상에 
개탄하 고 어떤 방법으로던 이 집을 다시 살려내어야겠다는 이야기들을 이구동성(異口
同聲)으로 주장하게 되었다. 중앙일보(中央日報)의 현지르포(이종석차장(李宗碩次長) 보
도)가 보도되자 여론은 한층 더 비등하게 되었다. 특히 청와대(靑瓦臺)에서의 관심이 대
단하 다. 보수방안(補修方案) 수립(樹立)의 지시가 충남도(忠南道)에 하달(下達)되었고 
당시 도공보실(道公報室)에선 그 계획 방안 수립에 부심하여 1차로 1억여원의 계획안을 
만들었다. 문화재관리국(文化財管理局)과의 타협과 보고 과정에서 이 사업을 문재국(文
財局)이 관장하게 되었고 문화재1과(文化財1課)에 과제가 부여되었다. 조경(造景)은 정
재훈(鄭在훈) 문화재1과장(文化財1課長)이 담당하 다.
이 공사(工事)가 이루어지게 된 이면(裏面)에는 당시 청와대보좌관(靑瓦臺補佐官)이던 
이용희(李用熙)씨의 노력이 컸다고 전한다. 준공(竣工)단계에선 신임(新任) 보수과장(補
修課長)이 현지에 상주하고 김석룡(金石龍) 문화재관리국장(文化財管理局長)이 진두지
휘하 다.
박정희대통령(朴正熙大統領)의 참관(參觀)으로 정화보수(淨化補修) 공사(工事)는 일단 
마무리 되었다. 문공부장관(文公部長官) 충남도지사(忠南道知事) 예산군수(禮山郡守)의 
진력(盡力)도 명기(銘記)해 둘만 하다고 하겠다.
 
 

추사공(秋史公) 고택(故宅) 배치도(配置圖)
 
 
필자(筆者)는 안채, 사랑채와 묘막(墓幕)의 목조건축부분(木造建築部分)의 조사(調査)와 
대문(大門)사당(祠堂)채의 유지조사(遺址調査)를 맡게 되었다. 예비조사 이래로 10여차
(餘次)에 걸친 현지(現地) 답사(踏査)를 통하여 변조부분(變造部分)의 원형탐색(原形探
索)을 시도하 고 해체(解體)때 입회하면서 창건당초(創建當初)의 모습을 찾느라 노력하
다. 그 결과로 얻어진 사항을 보수내용(補修內容)에 포함시키고저 하 다. 이런 경위

를 밝혀 관심있는 분들에게 자료를 제공하고저 이 을 쓰기로 하 다. 그러나 맡은 일
의 한계성 때문에 전공정(全工程)에 대하여는 언급(言及)할 수 없는 입장이므로 관계하
지 않은 부분은 남겨두어 그 분야의 전문가들이 보고하도록 함이 옳을 것 같다. 따라서 
이 은 자연히 한계가 설정되고 목조부분(木造部分)에 국한되게 될 것이다. 전체를 파
악하고 싶은 분에겐 대단히 미안스럽게 되었으나 양해 있으시기 바란다.
1976년 9월 30일 오후 2시경에 윤장섭위원(尹張燮委員), 정경운문화재위원(鄭慶雲文化
財委員)과 김정기문화재연구소장(金正基文化財硏究所長), 이종덕과장(李鍾德課長) 일행
(一行)이 현지에 도착하여 해체(解體)될 부위(部位)와 보완방안(補完方案), 변형(變形)된 
부분의 원형(原形)탐색, 교체부재(交替部材)의 점검이 있었다. 목부시공(木部施工)의 책
임자인 도대목(都大木) 이광규옹(李光奎翁)의 자세한 설명도 경청하 다. 필자(筆者)의 
의견도 참작되어 대체의 기본방안을 설정하는데 합의하고 세부의 탐색은 필자와 도대목
(都大木)이 계속하기로 의논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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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보수(補修)와 정화(淨化)의 기본방안(基本方案)
 
공사(工事)의 기본방안을 두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추사선생(秋史先生)이 기
거(起居)하던 집과 선대(先代) 김한신공(金漢藎公)과 화순옹주(和順翁主)가 합사된 묘역
(墓域) 옆에 있는 정여홍패(旌閭紅牌)가 달린 묘막(墓幕)의 목조건물(木造建物)을 다루
는 일이고 또 한가지는 도로정비(道路整備)와 추사선생(秋史先生) 묘역(墓域), 김한신공
(金漢藎公)의 묘역(墓域)을 정리하고 고택어구(故宅於口)의 소규모 주차장 설치, 조경
(造景)을 하는 일이다. 고택(故宅) 바로 앞에 있던 초집(草葺)의 촌가(村家) 2동(棟) 등
의 철거도 이 일에 포함되었고 고택(故宅)에 이르는 도로정비도 포함되었다.
 
 

추사(秋史) 김정희선생(金正喜先生) 묘역(墓域)
 
 
묘막(墓幕)은 불이 나서 추사(秋史)의 방계후손(傍系後孫) 김씨일가(金氏一家)가 소잡한 
건물을 유지(遺址)에 짓고 살고 있었다. 이 집도 헐어내어 유지보존(遺址保存)을 강구하
고 김씨(金氏)를 관리인(管理人)으로 지목하여 관리사(管理舍) 1동(棟)을 묘역(墓域)

과 고택(故宅) 중간지점 쯤에 신축(新築)하여서 거주(居住)하도록 하 다.
묘막(墓幕)에서 약 1㎞쯤 떨어져 추사공(秋史公)의 조부묘역(祖父墓域)이 있고 백송(白
松)이 있으나 이번 공사범위에서는 제외되었다.
 
 

고택(故宅)앞에 있었던 촌가(村家)(철거(撤去)됨)
 
 
이들 공사중 필자(筆者)가 관여하 던 고택(故宅)과 묘막(墓幕)의 목조건물(木造建物) 
분야에 한하여 항목을 나누어 기술(記述)하고저 한다. 편의상 보수전(補修前)의 현황(現
況)을 소개하면서 시공(施工)된 내용과 원형탐색(原形探索)에 대하여 이야기 하고저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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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보수전(補修前) 상황(狀況)과 해체(解體)를 통(通)한 변조부분(變造部分)의 원형탐색

(原形探索)
 
가. 현상(現狀)과 원형탐색(原形探索)
 
ㄱ. 안채
안채는 ㅁ자형의 평면으로 구성되었다. 남(南)쪽은 6간(間)이며 매간평균(每間平均) 
0.82척(尺)( 조척(營造尺) 0.8척(尺)으로 보임［주(註)］)이며 서단(西端) 2간(間)만은 
한단 높은 터전에 자리잡게 하고 4척(尺)규모의 전퇴반간(前退半間)을 부설하 다. 여기
의 2간(間)은 안사랑의 온돌방이며 그 북벽(北壁)에 접(接)하여 2간통(間通)의 대청이 3
간(間) 계속되며 그 끝에 판방(板房) 1간(間)과 구들 1간(間)이 있다. 이 구들 1간(間)은 
2간(間)통구들이 되면서 동진(東進)하여 평면(平面)의 북변(北邊)을 이룬다. 여기 2간통
(間通) 구들이 안방이다. 북변(北邊)도 6간(間) 규모인데 전기(前記)한 판방(板房), 구들 
2간(間), 부엌 2간(間) 고간(庫間) 1간(間)이다. 고간(庫間)은 남진(南進)하는 기점이 되
며 고간(庫間) 1간(間)이 연간(連干)한다. 남변(南邊)은 이 고간(庫間) 2간(間)과 대문
(大門) 1간(間) 그리고 토상(土床)의 2간(間) 합계 5간(間)인데 좌우 끝의 1간(間)씩은 
남변(南邊)과 북변(北邊)에도 포함되어 중복되는 간(間)의 수(數)를 빼고 보면 평면도
(平面圖)에서 보듯 남북변(南北邊)은 6간(間)씩이고 동서변(東西邊)은 각각 3간(間)씩이
다. 안사랑채에 전퇴(前退)를 두었듯이 안방과 판방(板房) 뒤로 후퇴반간(後退半間)이 
달린 것과 안방 앞쪽으로 대청과 접간(接干)하는 반간전퇴(半間前退)가 달린 것에서 약
간의 변화(變化)를 주었다. ㅁ자형 평면의 전체규모는 퇴간까지 합쳐 25간인데 그중에 
대청(大廳)이 6간(間)이고 안방과 안사랑방의 구들이 4간(間)이며 마루방과 퇴간이 4간
이고 안방부엌 2간과 사랑방부엌 1간 고간(庫間) 2간(間) 그리고 나머지는 토상(土床)으
로 된 것이 보수전(補修前)의 상황이었다.
 
 

추사공(秋史公) 고택(故宅)의 보수(補修) 계획도(計劃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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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의 남벽(南壁)엔 유리창을 낀 미닫이가 달렸고 북벽1간(北壁1間)은 후퇴(後退)와 마
찬가지로 돌출(突出)되었으며 사랑방 부엌의 천장엔 다락이 있어 그 다음간에 계속되고 
있었으며 출입구(出入口)는 남변(南邊)의 동단1간(東端1間)을 활용하고 있었으나 이는 
모두 변조(變造)된 것이며 중문(中門)으로 쓰는 남변동단(南邊東端)의 서접(西接)한 다
음 1간(間)을 외양간으로 쓰는 것도 원래의 구성은 아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ㅁ자형 평면구성은 저절로 내정(內庭)이 생기게 된다. 내정(內庭)은 장대석으로 구획되
었는데 이 장대석은 높고 낮은 층단(層段)을 두고 이루어졌다. 안방의 부엌부터 시작하
여 동변(東邊)을 거쳐 사랑방 부엌에 이르는 ㄷ자형의 부분은 장대를 외벌로 놓았고 안
방과 대청과 사랑방은 세벌장대의 높이로 구조되었다.
이런 평면의 낙차는 자연히 지붕구성에도 향을 주어 안방까지의 지붕은 높고 부엌이
하의 부분은 한단 낮게 구성되었다. 이는 주요부분의 강조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이
해된다.
지붕에서는 부엌보다 동변(東邊)의 고간(庫間)을 한단 더 내렸다. 지형(地形)을 고려한 
처리인듯하나 이로인한 피해(被害)가 건물에 막중하 다. 해체하 을 때 그런 피해상(被
害狀)은 여실히 드러났다. 이런 3급(級)의 층단지붕구성법은 남변(南邊)에서도 대칭(對
稱)으로 이루어졌는데 이로써 동변(東邊)의 지붕이 가장 낮게 구조되고 ㄱ자로 꺾이는 
부분의 회침구성에 차질이 생겼다. 수세한 솜씨도 서툴러(이는 후대의 보수(補修)로 인
하여 제모습을 잃었던 것으로 보임) 회침에서 누수(漏水)가 심하게 되었다.
 
ㄴ. 해체(解體)를 통한 원형(原形)의 탐색
안채의 해체는 1976년 9월 27일 아침 일찍부터 시작되었다. 해체는 지붕의 기와 내리는 
일로부터 비롯되었다. 지붕보(補)에서 고려시대, 조선시대의 자기편(磁器片)이 다수 출
현하 고 28일에는 반월형(半月形) 마제석도(磨製石刀)와 소녀의 것으로 보이는 갗신 
한짝이 나왔고 토기편(土器片) 다수가 출현하 다. 토기(土器)는 여러 시대에 걸쳤는데 
완형(完形)을 알 수 있을만한 것은 드물다. 백자편(白磁片) 중에는 기형(器形)을 알 수 
있는 것 여럿이 나왔다.(圖版 참조)
 
 

추사공(秋史公) 고택(故宅)의 안채 평면도(平面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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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중엔 암 숫기와가 여러 종류이고 막새는 없었으며 망와(望瓦) 1종(種)이 있었다. 등
무늬에 따른 구분으로 암 숫기와를 분류하면 몇번의 번와(飜瓦)나 보수(補修)가 있었는
지 파악할 수 있을 터이지만 거기까지는 손이 미치지 못하 다. 
해체(解體)에 따른 변조부분(變造部分)의 원형탐색(原形探索)은 기둥에 파진 옛날의 홈
자국과 이음부분 또는 접합되었던 흔적들을 기본으로 하 고 후손(後孫)과 고로(古老)
들의 기억과 체험을 참작하 다.
 
 

추사공(秋史公) 고택(故宅)의 동면도(東面圖)
 

                      
 
이해(理解)의 도움을 위하여 ㅁ자형 평면을 남변(南邊) 6간(間), 북변(北邊) 6간(間) 동
변(東邊) 3간(間) 서변 3간(間)으로 구분하여 보기로 하겠다. 먼저 동변(東邊) 3간(間)부
터 살펴본다. 동변(東邊) 3간(間)의 중앙간이 원래의 중문간(中門間)이었다 지금은 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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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外壁)의 판문(板門)을 열면 맞벽이 있다. 중방하(中枋下)는 판벽(板璧), 중방상부(中枋
上部)는 토벽(土壁)이나 원래는 없었던 시설이다. 이 벽체는 중문간(中門間)의 향좌벽
(向左壁)에 쓰 던 것이 옮겨진 것이다. 옛날에는 중문(中門)을 들어서면 안쪽 처마 끝
에 꽃담으로 내외벽(內外壁)을 쌓았던 것이나 지금은 없고 재현(再現)하지도 못하 다. 
중문(中門)에 들어선 사람이 곧바로 안채 대청을 바라다 볼 수 없게 차단(遮斷)하 었
다. 내외벽(內外壁)은 중문(中門) 맞벽에 낮은 판벽(板璧)을 하기도 하며 논산(論山) 노
성(魯城)의 윤극선생고택(尹極先生故宅)이나 안동(安東) 토계동일대(土溪洞一帶)의 반가
(班家)에서 처럼 벽면전체(壁面全體)를 판벽(板璧)으로 하기도 하 으나 이 집은 서울의 
반가(班家)와 같은 화문장(華文墻)을 하 던 흔적을 남겼다.
중문(中門)의 향좌측(向左側)은 현재 토간(土間)이나 원래는 판상(板床)의 마루이었다. 
동벽(東壁)에 남아있는 귀틀로서 마루이었던 흔적을 찾는다. 이 마루는 남변(南邊)의 동
단간(東端間)이 단간온돌방(單間溫突房)이어서 그 방과 연계되는데 소용되었다. 현재 이 
구들이 있었던 방 자리는 토간(土間)이 되고 중문(中門)이 남벽(南壁)으로 달렸다. 왜 
여기에 문(門)을 내었는지의 의도는 알 수 없으나 원래는 외벽(外壁)이 사벽(砂壁)과 하
방벽(下枋壁)으로 막혔고 분합문과 외짝문이 남벽(南壁)과 동벽(東壁)에 달려 있었다.
방을 중문간(中門間)으로 하고 중문간(中門間) 서벽(西壁)을 이웃한 토간(土間)을 외양
간으로 사용하면서 방치되어 위치도에서 보는 "가"의 기둥은 상태가 나빠졌고 도리는 
썩어 장부촉이 빠지면서 내려 앉아 버팀나무를 끼워야할 정도가 되었다.
중문우측간(中門右側間)은 원래 판상(板床)이었다. 지금 중문간(中門間) 우벽(右壁)에 
문짝이 달렸으나 원래는 사벽(砂壁)으로 폐되었었다.
이 간(間)의 판상(板床)은 북변(北邊) 동단간(東端間)과 통간(通間)이 된 시설이다. 2간
통(間通) 전부가 내고간(內庫間)으로 쓰이던 것이다 지금 기둥 1과 2사이에는 문골만이 
남아 있고 2와 3 사이는 개방(開放)되어 벽체가 없으며 3과 6 사이는 토벽이, 4와 5 사
이는 하방벽(下枋壁)과 토벽이, 5와 6 사이는 하방벽(下枋壁)과 넉살문 광창(光窓)이 시
설되어 있다. 원래는 1과 2사이에는 문짝이 있어 내고(內庫)에 출입하게 되었고 2와 3 
사이는 사벽(砂壁)으로 폐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안채지붕에서의 기와해체 보토(補土)에서의 출토품각종(出土品各種)
 

363



<page 247 제목없는 그림>
 

안채의 설명을 위한 부호의 설정도
 
 
지붕구조로 인하여 이 간에는 북변(北邊)지붕의 낙수물을 받게되어 있다. 오랜동안 회침
의 수세를 내버려 두어서 빗물이 타고 들어와 1과 2 사이의 도리가 썩고 서까래도 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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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내려앉는 도리를 지탱시켜 주기 위하여 중방 하나를 빼어다 도리 밑을 받쳤는데 
불안하여 굵은 나무로 지탱(支撑)하 으나 완전하지 못하고 부실하다. 기둥에 생긴 장부
구멍으로 보아 현상은 원형(原形)이 아님을 곧 알 수 있다.
북변(北邊)은 동변(東邊)의 2간(間), 내고(內庫)의 1간(間)으로부터 시작된다. 내고(內庫)
의 서(西)쪽 第12간(間)은 토상(土床)이며 안방에 달린 부엌이다. 중방이상(中枋以上)에
는 우물마루 깐 다락이 부엌과 마찬가지로 2간통(間通) 구성되고 매간(每間)마다 붙박
이 넉살무늬 광창이 달렸는데 안쪽의 것과 바깥쪽 것의 크기가 약간씩 다른다. 다락은 
안방 아랫목 머리벽장 쪽으로 해서 오르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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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사공(秋史公) 고택(故宅)의 중깃과 사벽(砂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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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와 6 사이의 넉살무늬 광창(光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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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의 외벽(外壁)은 판비(板扉)가 달린 1간(間)과 반퇴(半退)가 나간 1간(間)으로 꾸며
졌고 내벽(內壁)은 유리미닫이가 달렸으나 반퇴(半退)와 유리 미닫이는 후보물(後補物)
이다. 이번에 이들은 모두 제거되었다.
부엌외벽(外壁)의 하방(下枋)아래로는 반벽(半壁)이 돌로 싸여 있었다. 다른 평면보다 
부엌바닥이 낮기 때문에 습기를 막기 위한 조치인 듯이 이해된다.
부엌 아궁이는 부뚜막에 만들어졌다. 부뚜막은 현재 시멘트로 개수(改修)되어 있어 원형
(原形)이 어떤지 알 수 없다. 
안방은 2간통(間通)이며 각장지(角壯紙) 장판에 지천장(紙天障) 벽에도 도배하 다. 한
지(韓紙)에 붓 씨 연습한 것으로 초배하고 현대식 양지(洋紙)로 재배하 는데 원래는 
농선지 계통으로 벽과 천장이 도배되었던 듯이 보인다. 
안방 외벽(外壁) 밖으로는 반간(半間)의 후퇴(後退)가 있다. 판상(板床)이며 바라지 창이 
달렸다. 안방 외벽(外壁)에도 두껍다지의 미세기가 설치되었다. 안방 내벽(內壁)은 머름 
두고 쌍바라지에 미세기가 달린 이중창 문골이 달렸고 그 밖으로 전퇴반간(前退半間)이 
달렸으나 문골은 드리지 않았다.

동변(東邊) 중문간(中門間)에서 북변(北邊)을 바라다봄
 

1과 2 사이의 부손(腐損)된 도리와 보강한 중방 지탱목(支撑木) 등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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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엌 외벽(外壁)의 반간퇴(半間退)가 후보(後補)된 상태
 
 
안방의 윗목쪽 내외벽(內外壁)의 창과 문은 매우 재미있다. 외벽(外壁)은 네쪽 미닫이를 
맹장지 하여 반침 같은 용도로 쓰게 하 고 안벽에는 머름 둔 작은 창과 대청으로 나가
는 큰 문짝을 달았다.
안방 다음간이 북변(北邊)의 서단간(西端間)이 되겠는데 여기는 장마루를 깔아 퇴반간
(退半間)과 함께 넓게 개방(開放)되었다. 외벽(外壁)은 폐된 사벽(砂壁)이며 서벽(西
壁)의 반간(半間) 크기에는 만창살의 광창이 붙박이로 달렸다. 대청에 면한 쪽은 맹장지
로 고정한 세짝 문과 명장지한 한짝 문으로 개폐(開閉)되게 꾸며졌는데 필요할 때면 문
짝 전체를 떠매달아 둘 수 있게 되었다. 
대청은 6간(間)으로 대규모이다. 앞쪽으로 반퇴(半退)를 만들어 고주간(高柱間)에 사분
간(四分間)을 달았다. 우물은 고주와 뒤쪽 평주와의 사이에 건 장귀틀을 기본으로 하여 
매간(每間) 7본(本)의 동귀틀을 틀고 청판을 끼웠다. 단지 향좌측(向左側) 첫간의 퇴간
(退間)은 커다란 가마솥을 걸기 위하여 털어내었다. 이번에 이것은 옛모습으로 환원되었
다.
대청은 5량가(樑架)이며 들보가 장중하고 연등천장이다. 나머지 간(間)들이 3량가(樑架)
인데 비하여 대청의 규모를 그만큼 증대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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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청 뒷벽은 모두 바라지창을 달고 머름을 두었는데 어간(御間)만은 머름을 없애고 판
비(板扉)를 크게 하 다. 안채 뒤에 있는 사당(祠堂)으로 갈 수 있게 하려는 의도이다. 
문하방 아래로 보석(步石)을 놓아 사당에 오르는 층계에 계속되어져 있다.
대청 왼쪽의 2간통방(間通房)이 사랑방이다. 도배는 안방과 마찬가지이며 윗목에서 대
청으로 나가는 문짝도 안방과 같은 형태이다. 아랫목간(間)은 고주간의 분합문 설치로 
간주(間柱)를 세웠으며 머름드리고 문짝을 달았다. 간주와 2간통(間通) 가운데 기둥과의 
사이는 사벽(砂壁)을 쳤다.
윗목쪽의 서편벽(西便壁)으로는 고미다락이 달렸고 남벽(南壁) 밖으로는 반간퇴(半間退)
가 달렸는데 여기에도 머름드리고 바라지 창을 달았다.
 이 집의 바라지창에는 중간에 설주가 하나 서 있다.
퇴간 마구리기둥에 이상한 홈이 파져있다. 혹시 난간구조의 흔적이 아닌가 하 지만 불
합리한 부분이 있어 결국 어떤 시설물이었는지 모르고 말았다. 툇마루도 역시 우물마루
이며 퇴간의 서벽중주(西壁中柱) 위로는 만살창의 붙박이 광창이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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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랫목의 동벽(東壁)에는 머리벽장과 다락에 오르도록된 설비가 있다. 다락은 부엌 1간
(間) 전부에 우물마루를 드려 구성하 다.
사랑방에 달린 부엌은 1간(間)이며 여기에도 하방(下枋)아래 고맥이엔 반벽(半壁)을 쌓
았다. 부뜨막엔 솥을 걸었던 흔적이 남았다. 
부엌 다음간은 토상(土床)으로 판비(板扉)가 달렸다. 우물로 나갈 수 있게 편문(便門)을 
달았다. 현재 여기에도 우물마루의 다락이 있으나 이것은 뒷날에 증설(增設)한 것이다. 
그 다음간의 토상(土床)의 용도(用途)가 명확하지 않으나 대략 남변동단(南邊東端) 1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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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돌방(間溫突房)의 함실아궁이와 수장용(收藏用) 공간으로 쓰 던 것으로 추정된다. 1
간(間)방의 고미다락이 아궁이 위쪽으로 튀어나왔고 외벽(外壁)으로 광창(光窓)이 달렸
다.
남변동단(南邊東端)의 구들 1간(間)은 청지기가 거처하던 방인 듯이 알려져 있다.
 

ㄴ. 사랑채
완전히 방치(放置)되고 아이들의 놀이터가 되고 나락을 치들여 두는 등의 험한 꼴을 당
하는 동안 집은 아주 몹쓸 몰골이 되어 을씨년스러운 상태가 정말 말이 아니었다. 지붕
은 곳곳이 새거나 물러앉았고 추녀 한쪽이 떨어져 내렸으며 문짝들은 떨어졌고 청판은 
빠졌으며 기둥은 썩고 담은 무너져 있었다.
 

사랑방 서북우(西北隅)기둥의 밑둥이 부손(腐損)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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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변(南邊)의 사랑방과 부엌등이 보임 
 
 

사랑채의 을씨년스러운 모습 추녀 한쪽이 떨어져 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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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녀한쪽이 떨어져 나감
 
 
이 집을 건지는 일은 우선 지붕의 집을 덜어 주어야 하는 것이었다. 지붕의 해체(解體)
를 서둘 다. 여기에서도 보토(補土)에서 백자편(白磁片)과 토기편(土器片)들이 출토(出
土)하 고 옹기파편(甕器破片)도 나왔다. 담뱃대 빨뿌리도 한쪽도 나왔다.
 
 

사랑채의 지붕해체
 
 
사랑채의 평면은 ㄱ자의 고패집으로 2간통(間通)이다. 남면(南面)한 3간(間)에 동면(東
面)한 3간반(間半)이 계속되는 구성인데 남면동단간(南面東端間) 맞배 합각아래로 반간
(半間)의 눈섭지붕의 퇴간이 덧달렸다. 이 구조는 매우 흥미 있다. 동단(東端)의 끝기둥

374



을 이용하여 퇴를 설비하 는데 보통기둥의 반(半)쯤의 폭을 덧대어 두고 거기에 엇턱
의 장부구멍을 파고 학의 다리 하나를 끼었다. 그 끝을 어이고 장혀 하나를 길게 걸어 
서까래를 받게 되었는데 학의 다리가 쳐져 내리지 않도록 마름대를 둥그리나무를 반할
(半割)하여 선정(鮮釘)을 박아 고정시켰다.
이 눈썹지붕 아래로는 사랑채 안방의 아궁이가 시설되어 있다.
 
 

반반간(半半間)의 동단(東端) 퇴간(退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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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의 다리 밑의 머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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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채 안방의 아궁이
 
 
아궁이 바로 위로는 안방아랫목의 머리벽장이 시설되어 있다. 밖에서 보면 동단주(東端
柱)의 중방(中枋)과 벽장의 하방(下枋)과 구들의 지방(地枋)이 3단(段) 나란히 보여 구
성의 흥취를 보여주고 있다. 
사랑채는 앞으로 전퇴(前退)를 갖었다. 그래서 통칭되는 간수(間數)의 헤아림으로는 약
간의 혼란이 생긴다. 엄격하게 구분하여 말한다면 동단(東端)이 반간(半間) 그 다음간과 
다음이 구들드린 1간방(間房)씩이고 다음이 1간(間)의 대청(大廳)인데 이 대청(大廳)의 
전면(前面)에서 퇴간(退間)이 고패되므로 남면(南面)과 동면부분(東面部分)의 접합(接
合)이 반간(半間)씩 차지하게 되었다. ㄱ자로 꺾인 구석이 역시 마루방 1간, 동면(東面)
한 첫간도 마루방 1간이며 그 다음간은 구들드린 한 간이며 다음의 반간퇴(半間退)가 
있어 전퇴(前退)에 이어진다. 합계 10간반(間半)의 규모인데 그중의 구들은 3간(間)뿐이
다. 
 

추사공(秋史公) 고택(故宅)의 사랑채 평면도(平面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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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외벌대의 기단에 역시 높은 제형초주(梯形礎柱)를 세우고 방주(方柱)를 견립(堅立)
하 다. 주간(柱間)은 안채와 마찬가지로 조척(營造尺)으로 8척(尺)씩이며 주간(柱間)
과 주고(柱高)는 관계함수를 지녔다.
마루와 툇마루 밑은 모두 개방되고 구들에는 고멕이로 차단하 다. 
반듯한 돌로 세켜 죽담쌓듯 하 는데 사춤에는 여물먹인 진흙을 썼다.
마루의 귀틀은 기둥몸을 어이고 홈을 파서 끼우는 방식인데 기둥 전체를 다 파지 않고 
앞부분은 남겨 이음이 깨끗하도록 의도하 다. 보통 민가(民家)에서와 다른 제택(第宅)
의 고급스러운 모습을 볼 수 있다.
 
 

 
 
마루는 전체가 우물마루이며 툇마루는 두구멍을 내 다. 반간퇴(半間退)에 두구멍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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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部材)가 큼직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툇마루에 올라서면 보석(步石)을 디뎌야 한다. 보석은 남향(南向)한 쪽의 안방 윗간 툇
마루 앞에만 하나 놓 다. 출입은 여기로만 하 다는 뜻이 될 것 같다. 동향(東向)한 부
분의 구들 앞쪽에도 하나쯤 보석이 있었을 것 같으나 흔적을 찾아도 없고 고로(古老)의 
이야기에도 기억이 없다는 증언이다.
보석(步石)이 있는 툇마루의 창방에 쇠못 하나가 박혔다. 오르고 나릴 때 끈을 느려잡고 
있게 하 던 것이다. 
툇마루에 올라서서 동향(東向)하면 툇마루와 퇴보와 기둥과 구들의 머름드린 문골들이 
한 눈에 보인다. 여기 구조들이 매우 재미있다. 
 
 

 
기둥은 각주(角柱)이니 평범(平凡)하나 퇴보는 우미량처럼 직재(直材)를 다듬었다. 기둥
으로부터 굵어졌던 것이 차츰 가늘어지면서 휘어올라가 고주(高柱)에 끼어지도록 생겼
다. 매우 솜씨있는 조작(造作)이다.
물홈을 판 문지방과 문인방 문벽선의 문얼굴이 툇마루에서 상당히 떨어진 높이에 시설
되었다. 마치 머름대 위에 세워진 듯한 위치인데 여기서는 머름을 생략하고 말았다. 대
신 문얼굴 주변에 사벽(砂壁)으로 막음되어 질박미(質朴美)를 증대(增大)하 다.
현재 문얼굴만 남고 분합과 그 안통의 미닫이 두껍다지들은 다 없어져 버렸다. 툇마루
에서 바라다보이는 맨끝은 반간벽(半間壁)에는 광창(光窓)이 한 틀 있다. 이는 안방 아
랫목 머리벽장에 광선을 공급하기 위한 조명창(照明窓)으로 필요하 다. 광창(光窓)은 
머릿장의 동벽(東壁)에도 하나 더 있어 머릿장은 비교적 밝아 수장품(收藏品)들을 찾고 
꺼내 쓰기에 편리하도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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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릿장은 머릿장과 벽장과의 두가지로 구획 구조되었다. 머릿장은 아랫목 바로 위에 앉
은 사람 어깨높이 쯤에 설비되었다. 이것도 좁은간과 넓은 간으로 구획되어 좁은간에는 
두짝문을 넓은 간에는 네짝문을 달았다. 이들은 모두 중방(中榜)이하에 있다. 벽장은 중
방(中枋) 이상(以上)에 설치되었는데 따로 만든 문으로 해서 올라가게 되 반간(半間) 규
모의 크기이다. 문짝들은 모두 벽지(壁紙)로 맹장지 되었던 것이나 지금은 창살만이 보
인다.
 
 

 
 
안방 아랫목의 북벽(北壁)(후면벽(後面壁))에는 개흘개가 처마밑으로 돌출(突出)되도록 
시설되어 있었다. 기둥에 파진 홈과 쇠장석등으로 대략의 그 구조를 알 수 있었다. 개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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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는 중방(中榜)을 중심으로 상하2단(上下2段)으로 구성되고 매층마다 네짝문이 달려 
긴 것도 넣을 수 있게 마련되었다. 이번 공사에서는 이 부분의 재현(再現)이 보류되었
다. 당국(當局)의 의견이 고집을 부렸기 때문이다. 
안방의 가구(架構)는 5량가(樑架)로 지천장(紙天障)으로 정리하여 노출되지 않으나 대청
(大廳)의 이 부분은 연등으로 드러나 있다. 착실한 솜씨로 알맞은 크기의 나무를 견실하
게 가구(架構)하 어서 아직도 이 부분은 깨끗하게 남아있다. 단지 비가 샌 부분의 부손
(腐損)이 심하여 일부를 교체(交替)하여야 되었다.
 
 

 
 

 
 

382



띄살무늬의 분합과 간주(間柱)
 
대청 서편의 방이 마루방이며 이 마루방은 동향(東向)한 다음간에 연결되어 2간통(間
通)이 되었다. 넓은 마루방인 것이다. 마루방의 뒷벽과 서벽(西壁)에는 각기 문짝과 광
창을 내었고 문짝은 머름드린 듯이 바닥에서 떨어져 있으나 역시 머름대는 생략되어 보
이지 않는다. 광창은 중방과 납도로 사이에 있으며 넉살의 만살창으로 붙박이 이다. 다
음간의 뒷벽과 앞벽에도 문골을 들여 문짝을 달게 되었다. 여기의 문짝중에 우리가 주
의할 부분은 두짝 띄살문이 간주(間柱)를 사이에 두고 닫히게 된 점이다. 간주(間柱)를 
세우는 제도가 어떤 연유인지는 아직 밝혀내지 못하 지만 회덕(懷德)의 동춘당(同春
堂)에서도 이런 간주(間柱)를 볼 수 있었다. 한 집의 여러 문골 중에 어떤 것에는 살대
를 세우고 어느 것에는 없는데 그것의 구분(區分)이 무엇이었는지 나로서는 아직 모르
고 있다. 두짝이 동시에 열리므로 해서 외풍(外風)의 향을 받는 것과 필요할 때 한짝
문만을 열어 외기(外氣)의 유입(流入)을 적게한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이 아닐는지 하는 
막연한 추리(推理)만이 현재로서는 가능하다.
 

사랑채 동향남단간(東向南端間) 서벽(西壁)의 반벽(半壁) 모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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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향(東向)한 부분의 남단(南端)은 구들 놓은 온돌방이다. 아궁지는 서벽(西壁)에 있고 
굴뚝도 같은 벽에 있어 연기가 고래에서 감돌게 되었다. 이 방은 3면(面)이 개방(開放)
되었고 서벽(西壁)만이 폐쇄되었는데 중방 윗도리는 사벽(砂壁)이고 아래의 외면(外面)
은 반벽(半壁)이 쌓 다.
반벽(半壁)은 반듯한 돌을 아래부터 쌓아 올리고 여덟켜부터는 기와쪽을 뉘어 길게 보
이도록 죽담형식으로 쌓았다. 
지붕은 고패의 한쪽(동향측(東向側))은 팔작이고 나머지 한쪽은 맞배이며 홑처마이다. 
팔작지붕쪽의 추녀는 알추녀이며 두 나무를 접합하여 사용하 고 선자는 엇선자이나 비
교적 정연하게 꾸며졌다.
 
 

사랑채의 엇선자 모양 
 
 

사랑채의 입면도(立面圖)
 
 
ㄷ. 묘막(墓幕)
현재는 바깥 행랑채 1동(棟)만이 남았고 몸채는 불탔다. 불탄자리에 초가(草家) 1동(棟)
과 스레이트지붕의 1동(棟)이 가설(假設)되었는데 초가는 안채가 되고 스레이트는 사랑
채로 쓰이고 있다. 원래의 평면(平面)을 교란시키지 않으면서 이들 집을 지었다 하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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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채의 주초(柱礎)로 보아 약간의 변동은 불가피 하던 것 같다.
 

불탄자리에 지은 초가(草家)와 스레이트집 앞의 논은 연못자리라 함
 

 
남아있는 행랑채에는 솟을 대문 한 간이 솟아 있다. 이 문의 밖으로는 홍패(紅牌)의 정
려문(旌閭門)이 부설되어 있는데 그 편액(扁額)에 「烈女綏祿大夫月城尉兼五衛都摠府都
摠官 贈謚 貞孝公金漢藎配和順翁主之門(열녀수녹대부월성위겸오위도총부도총관 증익 정
효공김한신배화순옹주지문)」이라 두줄로 쓰고 그 끝에 「上之七年癸卯一月十二日(상지
칠년계묘일월십이일)」이라고 주서하 다. 「상지칠년계묘(上之七年癸卯)」는 정조칠년
(正祖七年)의 계묘(癸卯)로 1783년에 해당한다. 이 집도 정려문(旌閭門)과 같은 시기에 
지어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편액(扁額)의 바탕은 주홍(朱紅)이고 씨는 백색(白色)
이며 편액 위로는 홍살이 있고 가운데에 태극무늬가 놓 다. <圖版 참조>
문(門)의 좌우로 행랑채가 있는데 향좌측(向左側)으로 4간 향우측(向右側)엔 3간이 있어 
좌우(左右)가 대칭(對稱)되지 않는다. 향우측(向右側) 3간(間) 다음에 원래 1간이 더 있
었던 것이나 아닐까해서 조사해 보았지만 그 흔적을 찾지 못하 다.
 

정려문(旌閭門)의 홍패(紅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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솟을대문을 들어서면 향좌측벽(向左側壁)에 문짝을 달았던 문골이 보인다. 현재는 토벽
(土壁)으로 막음되어 있어 원래는 청지기가 대문 단속하러 드나들던 쪽문이 거기에 있
었을 것이라고 여겼으나 막상 해체하는 과정에서 자세히 살피니 그것은 초창(初創) 때
의 것이 아님이 판명(判明)되었는데 여기의 근거는 현재 구들이 재래(在來)의 것이라고 
전제(前提)되었을 때이다. 구들시설이 옛부터의 것이라면 문짝이 구들보다 밑으로 빠져 
여닫지 못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구들이 있었다는 후손(後孫)과 고로(古老)들의 
언 이 꼭 초창(初創)의 면모를 말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그렇다고 아니라는 증거도 
포착하기 힘들었다. 만일 마판이나 토상(土床)의 딴 시설이 간(間)에 있었다면 이 문골
은 처음부터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향좌측벽(向左側壁)의 문골자리
 
 
행랑채의 평면구성은 대문 향좌측(向左側)에 첫간이 구들, 다음간도 온돌시설의 구들인
데 이것은 2간통(間通)이며 다음 끝간이 부엌이다. 향우측(向右側)은 토상(土床)이며 전
면(前面)이 개방되었고 다음간과 다음간은 통문(通門)으로 토상(土床)이나 원래는 마루
를 깔았던 흔적이 남고 전면(前面)에 판문(板門)을 달았다. 나머지 한간은 토벽(土壁)이
며 측면(側面)과 외벽(外壁)은 모두 중방이상(中枋以上) 사벽(砂壁) 그 이하는 반벽(半
壁)으로 쌓 다. 반벽(半壁) 일부를 개방하여 문을 내기도 하 으나 이는 모두 개조(改
造)된 것이다. 해체하여 보니 부재(部材)들이 많이 상하 고 개수(改修)와 개조(改造)로 
첨삭(添削)이 중복되어 원형탐색(原形探索)도 어려웠으나 별달리 특별한 구조는 없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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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 같은 평범한 사대부(士大夫) 제택(第宅)의 바깥 행랑채로 보 다.
 
 

솟을대문과 행랑과의 결구(結構)
 
 

지붕과 벽체를 해체한 뒤의 모습
 
 
행랑채에 솟을대문을 솟구어 시설하느라 그 접합부분에 약간이 고심(苦心)이 있어 보인
다. 솟을대문의 높은 기둥에 걸린 보의 밑으로 높은 대공을 중방(中枋)에 올려세워 행랑
의 3량가(樑架) 종도리를 받게 하 다. 대공을 보에 짜 넣었기 때문에 튼튼하여 흔들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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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려는 없다. 이런 구조법은 행랑의 매간(每間)에서도 볼 수 있는데 중방에 받친 설주 
두가닥이 보의 밑둥을 치받게 하 다. 3량가(樑架)집에서는 보기드문 보완조치(補完措
置)인데 이런 숨은 노력에서 당대(當代) 이 집을 지은 정성과 건축가들의 수준높은 실
력을 점쳐볼 수 있다. 
행랑채를 들어서면 스래이트를 이은 가가(假家)가 있는데 추사공(秋史公)의 방손(傍孫)
이 여기에 살고 있다. 이 집에는 추사공(秋史公)의 정(影幀)을 비롯하여 여러점의 친
필이 보존되어 있고 그중에는 충남도(忠南道)의 지방문화재(地方文化財)로 지정된 것도 
있다. 
 
 

추사공(秋史公) 초상화(肖像畵)
 
 

추사공(秋史公)의 친필(親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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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손가(傍孫家)에 소장(所藏)된 추사공(秋史公)의 친필현액(親筆現額)들
 
 
나. 재현(再現)의 건물(建物)들
 
옛날에 있었던 것으로 대문행랑채, 중문과 사랑채 맞은편의 초집곡간(草葺穀間), 사당
(祀堂)채와 화계(花階)를 손꼽을 수 있다고 지손(支孫)과 고로(古老)들은 말한다. 「석년
(石年)」이라는 추사공(秋史公)이 쓰고 각자(刻字)하 다는 일구석대(日咎石臺)가 원래
는 사랑채의 화계(花階)에 있었던 것이라고 해서 이번에 사랑채 앞 외벌장대 끝에 장대 
외벌로 쌓는 화개일단(花蓋一段)을 구성 하 다.
대문행랑채는 지금 재현(再現)하기에 그 입지적(立志的) 여건(與件)이 좋지 않고 초집
(草葺)의 곡간(穀間)도 현시점에서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의견이 있어 재현(再現)이 
유보(留保)되고 담장과 중문간(中門間)과 사당(祀堂)만이 중건(重建)되었는데 중문행랑
(中門行廊)채는 예산상 전부를 재현(再現)시킬 수 없으므로 솟을문과 좌우일간(左右一
間)씩만을 본보기로 중건(重建)케 되었다. 구조상의 특징은 없고 묘막의 솟을대문과 엇
비슷한 평범한 구조로 이룩되었다.
중문채와 경내를 둘러쌓는 담장은 막돌맞담으로 쌓았으나 죽담형식도 아니고 강담형식
도 아닌 현대식 공법으로 처리되어 옛 맛은 잃게 되고 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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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당(祠堂)은 정면삼간(正面三間)의 유지(遺址)가 죽림(竹林) 중(中)에 있었다. 방형초석
(方形礎石)이 정연하게 남아있어 그 규모를 알 수 있는데 측면(側面)이 간반(間半)으로 
반간전퇴(半間前退)가 개방되는 형식이다. 이에 따라 맛배집으로 재건(再建)하 다.
 

4. 추사공(秋史公) 고택(故宅)의 가치(價値)
 
추사공(秋史公) 고택(故宅)의 가치(價値)는 두가지 측면에서 고찰된다. 하나는 위인(偉
人)의 제택(第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존한다는 의미이고 또 하나는 그 집이 지닌 
건축사적(建築史的) 의의(意義)이다.
외국(外國)에서도 예술인(藝術人), 저명인사(著名人士)의 저택(邸宅)을 기념관 등으로 
보존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도 그런 노력이 대두되기 시작하 고 수삼년래(數三
年來)에 위인선열유적(偉人先烈遺蹟)의 정화사업(淨化事業)이라는 기치아래 그런 일이 
진행되고 있으며 추사공(秋史公) 고택(故宅)도 그 일환으로 주목되어 국가적인 차원에
서 시공되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매우 고무적인 이런 목표에서 이루어지는 괄목할만한 사업에 약간의 문제점도 없지 않
다. 충분한 공기(工期)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과 고증(考證)과 연구의 분위기가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않다는 점 도급업자에게 일임된 공사의 주도권으로 더 적극적인 참여가 
허용되지 않아 유능한 기능보유자를 충분히 동원할 수 없다는 점등이 아직도 해결되지 
않은 과제로 남아 있다.
고재(古材)를 신재(新材)로 교체(交替)할 때 고재(古材)와 똑같은 재질(材質)의 나무를 
구할 수 없고 용척(用尺)이 다른데서 오는 차이를 교정할 수 없으며 값싼 인건비(人件
費)만이어서 옛날 도구(道具)를 재현(再現)시켜 차근히 치목(治木)할 수 없었고 침연도
법(浸烟塗法)은 현재의 일위대가표에 계산되어 있지 않다는 지극히 단순한 이유로 배제
되고 말았다. 곧 시정되어야할 과제이며 추사공(秋史公) 고택(故宅)같은 수준높은 집에
서는 꼭 이행되어야 하 던 것들이었다.
추사공(秋史公) 고택(故宅)의 수준(水準)은 조선왕조(朝鮮王朝) 전역대(全歷代)의 사대
부(士大夫) 제택(第宅) 전부(全部)를 대상으로 하고 평가되어야 하겠지만 불행히 우리에
겐 전역대(全歷代)의 사대부(士大夫) 제택(第宅)에 관한 충분한 자료가 없다. 자연히 추
사공(秋史公) 고택(故宅)과 같은 시기 혹은 전후한 시대의 제택(第宅)들과 대비(對比)될 
수 밖에 없겠는데 이런 제한을 두었어도 실제로 대등(對等)하다고할만한 유구(遺構)는 
현재로서 이천(利川)의 김좌근공(金佐根公) 고택(故宅), 해남(海南)의 윤선도공(尹善道
公) 고택(故宅), 회덕(懷德)의 동춘당(同春堂)과 쌍충당(雙忠堂) 안동(安東)의 번남택(樊
南宅), 논산(論山)의 윤증공(尹拯公) 고택(故宅), 서울의 운현궁(雲峴宮)과 비원(秘苑)의 
연경당(演慶堂) 그리고 강릉(江陵)의 선교장(船橋莊) 정도이다. 그외 아직 우리가 모르
고 있는 건물(建物)이 없지 않겠고 함양(咸陽)의 정여창공(鄭汝昌公) 고택(故宅)같은 높
은 수준의 집, 말기(末期)이지만 대구(大邱) 화원(花園)의 문씨문중(文氏門中)의 제택(第
宅)들(광거당(廣居堂))도 손꼽을 수 있겠으나 이들은 아직도 자료로서의 충분한 보고가 
없는 형편이다.
열거(列擧)한 제택(第宅)들은 제각기의 특색을 지니고 있다. 그러면서도 상당한 공통점
도 지니고 있는데 이들 공통점을 살펴나가면 보통 주가(住家)들이 숙명적으로 지니는 
지역성(地域性) 특질에서 어느정도 벗어나 있음을 본다. 범전국적(凡全國的)인 하나의 
특질을 이들은 지니고 있고 다습(多濕)한 지역이 아니면서도 마루의 구조를 대폭 채용
하고 있음을 본다. 특히 추사공(秋史公)의 사랑채는 구들 3간(間)을 제외하고는 전체가 
판상(板床)이며 높은 주초(柱礎)를 채택하여 마치 누(樓)와 같은 효과를 얻도록 의도되
었다. 이 점은 주목하여야될 구조라고 생각된다.
백제고토(百濟故土)에서 발흥하여 완성된 마루의 설비가 조선조(朝鮮朝)에서도 어느정
도의 흐름을 계속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하면 예산(禮山)이라는 옛 백제(百濟)의 토에 
추사공(秋史公) 고택(故宅) 사랑채와 같은 구조물이 등장할 수 있었을 것이 아니겠느냐
는 하나의 과제를 우리에게 부여하여 주기 때문이다.
이번의 추사공(秋史公) 고택(故宅)의 보수는 다행스럽게도 없어지기 직전의 귀한 집이 
하나 다시 살아나게 되었다는 점에서 또는 여러 가지 과제를 우리들로 하여금 주목하게 
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주었다는 점에서 우선은 높이 평가되겠다. 이제 이 집을 어떻게 
보존하며 다스려 나가느냐가 중요한 과제가 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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