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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서론서론서론1.1.1.1.

연구의 목적연구의 목적연구의 목적연구의 목적1.1.1.1.1.1.1.1.

건축의 기본적인 행위는 영역을 한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물리적인 요소에 의해 둘러싸임으로 형성된,

복합체이다 이때 영역의 한정으로 생기는 외부공간과.

내부공간을 구분해 주는 공간적 장치가 경계이다 한정.

된 공간의 경계와 그 경계를 중심으로 한 내부와 외부의

변화 상황은 그 시대의 문화적 배경 및 사회적인 차원

따라서 규정된다고 할 수 있다.

한국 전통건축에서 집이란 물질과 공간 시간 그리고,

건축과 조경 등의 개념이 합일된 개념으로 하나의 연결

된 공간체계를 형성하고 있으며 유기적으로 융합되어,

공간에 내 외부를 구분하는 것은 어렵다 그· . 러므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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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공간의 내 외부를 구분하기보다는 그 근본적인 공간·

의 개념과 성격에 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또한 우.

리나라 주거건축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경계구조에

대한 총체적인 연구를 통하여 공간 간에 상관성을 경계

개념으로 초점 맞추어 향단의 경계적 특성과 공간 구성

방법을 이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연구 내용 및 방법연구 내용 및 방법연구 내용 및 방법연구 내용 및 방법1.2.1.2.1.2.1.2.

연구의 내용은 경계구조에 관한 일반적 고찰로 경계를

형성하는 요소들을 분석 정리하여 이를 통해 한국전통,

주거의 경계특성과 이들의 관계성을 파악한다 이러한.

연구를 바탕으로 경계구조의 특성을 향단에 도입하여 분

석하였으며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절차를 따랐다.

먼저 장은 경계구조의 기본 속성과 기능 형태유형2 ,

등은 문헌조사를 통해 키워드를 추출하고 이를 통해 경

계구조를 형성하는 주요 인자를 유형적 특성으로 기술

하였다 장은 전통주거의 경계구조를 자연 인문 사회. 3 , · ,

공간적 배경으로 분석하여 공간간의 관계성을 정리하여

경계구조로 본 향단에 관한 연구경계구조로 본 향단에 관한 연구경계구조로 본 향단에 관한 연구경계구조로 본 향단에 관한 연구**

Th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Hyang-Dan focused on the boundary structureTh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Hyang-Dan focused on the boundary structureTh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Hyang-Dan focused on the boundary structureThe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Hyang-Dan focused on the boundary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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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AbstractAbstractAbstract This study was intended to define the spatial concept of the boundary structure of the architectural space as well

as evaluate the Hyangdan which well represents the features of Korean traditional building in such a way of

reviewing the building structure of Korean traditional residential space.

The boundary is categorized into visible boundary and invisible boundary which was also functionally classified

into the features of isolating, passing, mediating and overlapping. The major elements comprising the boundary

structure was analyzed by the characteristic of the pattern so as to define them as the concept of surrounding,

duality, hierarchism, continuity and overlapping. Based on such concepts, a boundary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Hyangdan were reevaluated and outlined as follows.

The surrounding feature was seen through the outer side of the structure surrounded, two courtyards and eaves,

and a duality showing both the closure of main house and openness of detached house was seen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surrounding structure. And the continuous activities toward the inner room and the empty space

to link them in a systematic way and repeatedly aligned rooms reveal the overlapping as continuous and

transitional space. And finally, an elevated stylobate demonstrates the hierarchical features of the struc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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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파악 하였으며 장은 사례로 선정한 향단을 앞, 4 ‘ ’

서 유형화한 경계구조의 특성으로 대입 분석하였다 장· . 5

은 이의 종합으로써 결론에 해당한다.

경계구조의 개념과 일반적 고찰경계구조의 개념과 일반적 고찰경계구조의 개념과 일반적 고찰경계구조의 개념과 일반적 고찰2.2.2.2.

경계구조 고찰경계구조 고찰경계구조 고찰경계구조 고찰2.1.2.1.2.1.2.1.

경계의 개념(1)

최초의 경계는 인간을 위해서 원시적인 형태들이 자연

환경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는 물리적인 요구의 개념

에서 시작했으며 그 이후 사회 문화적 측면의 형태들, ·

역시 물리적인 요구에 의해 통합되어 나타났다.

경계는 우리생활 속에 깊이 뿌리내리고 있는 개념으로

어떤 형태로든 경계의 영역에 포함되어 살아간다 일반.

적인 경계의 의미는 크게 경계선 영역적 경계이며 수, ,

학 불교에서의 경계적 개념으로 분류되어진다 공간을, .

에워싸는 벽의 경계와 토지소유와 같은 표면적이 없는

수학적인 선으로 분리된 경계에서부터 하나의 개체와 사

회라는 영역 문화라는 영역을 가진다 이처럼 경계에, ‘ ’ .

관한 인간의 이미지는 비가시적인 것에서부터 가시적인

것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와 성격을 가진다.1)

공간에 있어서 경계는 그 공간을 한정하며 서로 다른,

공간들과 관계맺음으로서 공간의 성격을 반영하기도 하

며 결과로 나타난다 경계는 외부와 내부를 단절할 뿐만.

아니라 외부와 내부의 경계사이에서 관계를 가지는 매,

개공간으로서 완충 역할도 한다 그리고 경계에 의한 조.

정은 그 공간 안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행위에 영향을 주

고 있다 따라서 경계는 다양한 측면을 가지며 요소와.

관계를 포함한 구조적 관계에 의해 통합 분리 되고 인,

간과 인간의 관계맺음을 조정한다.

본 연구에서 경계라는 개념을 어떤 공간의 한계(limit)

를 의미하는 가 아닌 문지방 입구 문간 시작‘boundary’ , , , ,

발단 등으로 정의되며 경계요소에 시간 이라는 의(time)

미를 더해 공간으로 형성된 경계공간이라는 단어를 사용

한 를 의미한다 즉 경계자체가 성격을 지닌‘threshold’ .

공간 으로 확장한 것이다( ) .空間

기존 연구의 경계공간에 관한 언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루이스칸 은 경계공간에 대해 서로. (Louise I. Kahn)

다른 공간사이에 놓이는 연결지점이면서 동시에 비워진

공간이며 채움을 기다리는 공간이라고 말한다 이러한.

부분은 이름 없는 공간이지만 가능성을 위해 남겨진 독

자적 영역이며 유보공간이다 또한 주택의 서로 다른 방, .

들을 분리 매개하면서 영역 구성 과정의 핵심적인 요소.

로 작용한다고 하였다.2)

1) 곽경숙 한국주거건축 경계구조의 특성과 변용에 관한연구 홍익대, ,

학교 박론, 2004, p.18

차단 통과 매개 중첩

유형

특성
물리적 경계·

단절과 차단·

움직임과 경험적·

경계

개구부로 통제·

제 공간의 경계· 3

상· 호연결 연속성,

심리적 사회적· ,

경계

애매함과 중첩·

표 경계의 기능< 1>

경계구조의 개념(2)

본래 구조의 영어는 로서 그 어원을 구축한structure ‘

다 의 뜻을 가진 라틴어 에 둔 단어인데 쌓거나’ struere ‘

배열한다는 의미를 가진다 따라서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

대상이 직접 구축되는 행위나 양식 또 구축된 결과물을,

의미하지만 더 나아가 구성부분들이 조정되고 상관되어

이루어진 복합한 전체를 의미하기도 한다 즉 가시적인. ,

것뿐 아니라 비가시적인 추상적인 것도 포함하는 것이

다.

벨 은 건축구조를 주어진 물리적 사회적인 환경(bell) ,

에서 취하는 인간의 모든 행태 자체가 영역이며 이러한,

행태들이 군집화 되면서 이루어지는 환경이 영역( )群

과 영역사이에 경계를 구조화시킴으로서 사람으로 하여

금 환경에 대하여 행태적 적응이 가능하도록 기반을 만

들어 놓은 것이라고 하고 있다 그의 언급은 영역의 구.

조화는 인간 요구의 표현이며 인간의 의식을 일으키는,

인간과의 일체단위임을 지시한다.3)

또한 호사카요우이치로우에 의하면 경계의 구조를 설

명하면서 틈새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경계의 형태는 틈새

라고 하는 애매한 영역을 가짐으로써 비로소 성립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또한 공간을 플러스공간과 마이.

너스 공간으로 분류하고 경계가 가진 마이너스의 성격을

단순히 빈 공간이 아니며 각 부분의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고 말한다 경계는 이러한 양의적 성격.

을 반영하며 상대적 개념의 동일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

으며 열림과 닫힘의 긴장사이에 놓인다고 한다 따라서.

마이너스 즉 공간이 적극성을 띄면서 공간화, Negative

될 때 한 공간이 된다고 말한다, Positive .

건축공간의 경계는 전체 공간속에서 관계성의 표현이

며 구체화 과정으로 이러한 관계성의 과정은 경계구조,

의 분석으로 보다 잘 파악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에서 경계를 경계구조로 표현하고자 한다‘ ’ .

이상과 같은 내용을 표로 정리해 보았다.

2) 조은오 주택작품의 경계공간에 의한 영역 구성에, Louis I. kahn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론, , 2000

3) 이재훈김진균 영역Holahoun, Environmental Psychology, 1982/ ,

성에 의한 건축공간 구성방법에 관한 연구 대한건축학회논문집, 6

권 호 통권 호 재인용6 32 , 1990, p.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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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 경계구조

개념
두 공간이 공유하는 물리적,

심리적 영역

두 공간을 연결 차단하는 물리적, ,

심리적 구조

특성
영역이 미치는 범위 가시적 비가시적 경계구조,

영역개념 영역의 구체화 과정

표 경계와 경계구조의 개념< 2>

경계구조의 구성 요소경계구조의 구성 요소경계구조의 구성 요소경계구조의 구성 요소2.2.2.2.2.2.2.2.

경계란 공존하는 두 개의 대립되는 세계로 코스모스

와 카오스 일상과 비일상 중심과 주변 성cosmos chaos, , ,

과 속 동 과 정 공 과 사 등의 세( ) ( ), ( ) ( ), ( ) ( )動 公

계가 겹치는 애매한 영역이다.4) 즉 경계란 두 개의 대립

되는 세계가 공유하는 물리적 심리적 측면을 의미한다, .

물리적 측면(1)

경계는 물리적 실체를 가지고 있어 인간의 오감을 통하

여 인식 될 수 있는 것으로 형태 크기 질감 색감 등에, , ,

따라 그 특성이 달리 나타난다 물리적 경계구조는 수직적.

요소와 수평적 요소로 나누어 영역감이 생성된다 수직적 요.

소는 인위적 공간을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

로 주공간과 타공간과의 구획은 수직적 요소로부터 시작된

다 담 대문 벽 창호 기둥 등의 인공적 요소와 수목 화초. , , , , ,

등의 자연적 요소가 있다 수평적 요소로는 바닥의 단차 및.

재질감의 변화 등과 천장의 고저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물.

리적 측면의 경계요소의 인지가 가져다주는 것은 단위영역

의 인지 즉 경계를 물리적으로 형성해주, 는 역할을 한다.

심리적 측면(2)

경계구조로 인해 형성되는 경계 인지에 있어서는 눈‘

과 몸의 움직임과 방향에 의해 감지되는 공간감이 존재’

한다 즉 사람의 움직임에 따라 조절되는 시선과 심리적.

인지 요소인 빛과 소리로 영역감 및 방향성 등 서로 다

른 공간작용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잇텔슨 은 환경지각이 작용하는 것은 인(Ittelson, 1978)

지적 정서적 해석적 및 평가적 요소들이 동시에 모두, ,

포함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서 인지적 요소란 환경지각.

이 환경 속에서 사람들이 행동하려고 하는 생각들을 포

함한다는 것을 의미한다.5) 따라서 영역의 인지에 있어

중요한 경계요소로는 시선과 동선의 흐름을 들 수 있고,

이로 인한 영역 형성인자로 진입축과 방향성 그리고 시,

야범위를 들 수 있다 즉 심리적 측면의 경계요소가 가.

져다주는 것으로 영역간의 매개 역할을 한다.

구분 물리적 측면 심리적 측면

경계요소 수평 수직, 동선 시선 빛 소리, , ,

경계구조형성인자 영역범위 진입축 방향성 시야범위, ,

관련개념 단위영역의 인지 영역간의 매개

표 물리적 측면과 인지적 측면에서 본 경계요소< 3>

4) 호사카요우이치로우 이진민 역 경계의 형태 한국산업훈련소, , , , 1999, p.9

5) 이강주 환경지각 인지적 차원의 평가요소에 대한 이론연구 대한, - ,

건축학회논문집 제 권 호 통권 호13 6 104 , 1997, p.14

경계구조의 형태유형경계구조의 형태유형경계구조의 형태유형경계구조의 형태유형2.3.2.3.2.3.2.3. 6)6)6)6)

틈새(1)

경계 영역의 형태로 두 세계가 떨어지면서 그 사이에

생기게 되는 틈새는 사이 공간이다 이동의 통로가 되기.

도 하고 외부에 연속적으로 오픈되어 열린 공간으로서,

자유로운 공간을 연출하기도 한다 틈새는 각 부분이 그.

독립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이라고 호사카요

우이치로우는 말하고 있다.

사전적 의미로 틈새는 시간으로서 사이 또는 하는‘ ’ ‘～

동안 해석이 있으며 흔히 버려진 공간 비좁은 공간 이’ , , ,

용가치의 효용성이 없는 곳 등으로 인식하고 있다 즉.

공간은 여러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수많은 공간적

영역이 설정되면서 중간 유보 전이 매개 등의 공간적, , ,

역할을 하기도 한다.

전이(2)

프랭시스 칭 은 공간의 전D.K. (Francis D. K. Ching)

이는 공간과 공간이 연결될 때 그 사이 경계의 구조로,

보고 있다 도시적 측면에서 볼 때 외부공간과 내부공간. ,

의 양극으로 대립하고 있는 개념이 아닌 서로에게 종속,

되어 있으면서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두 공간 개념으로

간주 되어야 한다고 말한다 즉 한 공간과 또 다른 공간. ,

을 연결하는 성향이 강하며 공간 자체의 의미보다는 공,

간간의 관계에서 전이적인 역할이 주를 이룬다 또한 공.

간에서 활동하는 인간과 공간이 갖는 요소들의 체계가

구조화되는 영역에 형성되어 분리와 차단 접근과 연속,

등 복합적인 작용을 하기도 한다.

유보(3)

유보의 공간이란 머무름의 공간이다 머무른다는 것은.

공간으로부터 인간이 소외되지 않고 참여하고 있음을 의

미한다 즉 경계영역을 구체화시키는 유보의 공간은 서.

로 다른 공간 사이에 놓이는 연결지점이면서 동시에 비

워진 공간이며 채움을 기다리는 공간이다 연결지점은.

이름이 없는 공간이지만 가능성이 담긴 독자적 영역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위요(4) ( )

어떤 지역이나 현상을 둘러싸는 의미로 건물 내 각 공

간의 에워쌈과 형태는 주변 공간형태에 의해 결정되거나

스스로 주변 공간형태를 결정하기도 한다 즉 틀에 의해.

둘러싸임으로써 외부공간은 틀에서부터 안으로 향하여

구심적 으로 질서가 잡혀가며 그 틀 속에는 인간( )求

의 의도와 기능에 넘친 적극적인 공간이 만들어진다.

위계(5) (Hierarchy)

공간에서 부분과 부분 부분과 전체 사이를 유기적으,

로 결합시키기 위해서 영역구성의 위계와 순서를 가진

6) 형태유형을 개념화하기 위해 몇 가지 유형은 호사카요우이치로우

의 책에서 정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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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리고 구성된 공간들 사이에는 질서가 성립하게 된.

다 따라서 공간에서 보여 지는 경계는 연속적이며 복합.

적인 관계에 의해 이루어지고 공간의 위계 구조가 다양

하게 작용하며 변화한다.

시퀀스(6) (Sequence)

시퀀스의 사전적 정의로는 영화에서 하나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끝나는 독립적인 구성단위 극의 장소 행동, , ,

시간의 연속성을 가진 몇 개의 장면이 모여서 이루어지

는 것7)으로 계기성 의 의미가 있다 건축의 공간( ) .契機

시퀀스는 변하는 시간 사건이 일어나는 공간 지각하는, ,

신체 사건이 일어나는 행위로 구성되며 공간의 지각을,

위해 연속적인 시간을 통해서 인간의 동적인 움직임으로

공간을 체험한다.

경계구조와 전통주거 공간의 관계성경계구조와 전통주거 공간의 관계성경계구조와 전통주거 공간의 관계성경계구조와 전통주거 공간의 관계성3.3.3.3.

한국주거건축 경계구조의 배경한국주거건축 경계구조의 배경한국주거건축 경계구조의 배경한국주거건축 경계구조의 배경3.1.3.1.3.1.3.1.

주택은 지형 기후 등의 자연환경과 사상 생활문화 등, ,

의 인문사회 환경에 의하여 발전되므로 전통주택의 경,

계구조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먼저 한국의 자연환

경과 인문 사회문화적 배경을 살펴보아야 한다.

자연 환경적 배경(1)

우리나라는 지리적으로 아시아 대륙 동쪽 끝에 위치한

반도국가로 대륙성 기후와 해양성 기후의 중간인 온난한

기후로 겨울에 춥고 여름에 무더운 계절이 뚜렷한 기후4

조건은 건축의 차적 구성요소인 바닥 벽 천장에 영향1 , ,

을 주어 흙 계열의 온돌과 마루계열의 이중적인 바닥구

조가 발달되었다 한국 전통주택은 한 건물 내에 온돌과.

마루가 결합되어 습도와 통풍을 조절 할 수 있는 구조로

기후 환경과 생활환경이 잘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인문 사회적 배경(2)

불교사상은 삼국시대에 전파된 종교로 인간 존재의 실

상은 고 이며 고통의 원인은 욕망과 집착에 있으므로( ) ,苦

이를 없애면 자유와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사상이다.

따라서 어떠한 경계에도 집착하거나 얽매임 없이 자유로

워지는 것이 불교의 궁극적인 의미이며 자연을 있는 그,

대로의 모습으로 유지하면서 순박하게 자비를 실천하여

사는 것을 기본적인 생활관으로 형성하게 되었다.

유교사상은 조선의 개국과 더불어 숭유억불( )

을 국시로 함으로써 조선왕조 오백년간 정신세계의 지주

가 되었으며 나아가 건축조형에 기본 틀로 작용하게 되,

었다 유교에서 중시하는 예 에 의한 질서의식이 건축. ( )

조형적인 표현으로 조선시대만이 아니라 계급사회인 왕

권국가에서는 궁궐건축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유교의.

삼강오륜사상은 사회적 지위뿐 아니라 상속 활동범위, ,

7) 사전 출처 국립국어원:

교육 가족 내 지위 등에서 남녀유별을 두게 하였다, .

도가사상은 엄밀히 도교와 구별되는데 도가사상은 철

학이고 도교는 종교사상으로 서로 다른 것이다 도가사, .

상은 노장사상을 계승 발전시킨 것으로 도가적 공간관, ,

의 핵심은 비움 사상으로 자연의 실상을 깨달은 참 지혜

를 통하여 무위의 삶을 추구하는 사상이다.

이밖에 음양오행과 풍수지리에 근거한 주거공간의 좌

향과 배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건축 공간적 배경(3)

목조가구식 구조1)

전통주택은 목재를 기본적 구조 체로 이용하는( )構

목조가구식 구조로 기둥 기단 지붕 용마루 처마 등의, , ,

수직과 수평 그리고 현수선 등으로 구성되는 선적 구성,

을 볼 수 있다 또한 다른 구조방식에 비해 격자구성이.

명확하여 내 외부 간의 상호 관입에 의해 다변성이 보이·

며 외부공간의 형성에 따른 내부공간의 흐름에 있어 우,

리의 전통건축은 문이라는 공간구성 요소로 내외부의 자

연스런 흐름을 유도한다고 볼 수 있다.

채의 분화2)

전통상류주택은 유교적 삶과 가치관의 영향으로 남녀

유별에 따라 안채와 사랑채가 분리되며 신분의 상하에,

의해 생활공간과 서비스 공간이 분리 배치된다 안채와.

사랑채는 역할의 차이에 따라 영역의 구별이 명확하며,

대체로 사랑채가 안채보다 앞에 위치한다 안채는 가정.

생활의 중심이자 여성의 공간으로 안채와 안마당을 중,

심으로 그 영역이 사방으로 확장된다 제일 후면에 조상.

의 위패를 모시는 신성한 사당공간을 배치하여 조상숭배

의식을 중요시 하였다 즉 반가의 배치는 남 여 성. - , ( )

속 상 하의 명확한 구별에 의해 결정되었다- ( ), - .

외 내부 구분의 모호성3) ·

한국주거건축은 대청마루나 툇마루 같이 내부공간도

아니고 그렇다고 외부공간도 아닌 애매한 성격의 공간의

전이 공간이 있다 대청마루나 툇마루는 지붕만 있고 벽.

이 없기 때문에 외부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으며 이런 점

에서는 분명히 외부 공간으로 불 수 있다 그러나 이와.

동시에 대청마루와 툇마루는 신발을 벗고 올라가야 하며

세간이 놓이기도 하는 등 사용 양상으로 보아서는 내부

공간의 성격을 갖는다.8)

대청마루와 툇마루는 이처럼 외부공간인 동시에 외부

공간이 아니기도 하며 내부 공간인 동시에 내부 공간이,

아니기도 하는 내 외부 사이의 매개적 성격을 그 특징으·

로 갖는다.

경계 요소의 특성경계 요소의 특성경계 요소의 특성경계 요소의 특성3.2.3.2.3.2.3.2.

한국주거건축의 경계인식은 크게 공간적 요소 시간적,

8) 임석재 우리 옛건축과 서양건축의 만남 대원사, , , 1999, p.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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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사회적 요소로 나눌 수 있는데 공간적 요소는 바, ,

닥과 천장의 수평적 요소와 벽과 기둥 담의 수직적 요,

소 외에 기단과 처마 툇마루 마당 등의 매개공간으로, ,

구성된다.

시간적 요소는 밤과 낮에 따른 경계와 계절의 변화에

따른 공간적 경계가 있으며 빛 소리 등의 요소로 구성, ,

된다 또한 사회적인 변화에 따라 경계 지워지는데 남. ,

녀 상하 세대 간의 공간 점유도와 주행위의 일상과 비, ,

일상 생활에 따른 경계로 한정된다.

경계요소 요소의 특성

공

간

적

요

소

공간

구성

기본

요소

수평

적

요소

바닥

바닥은 주변경계요소와 상호작용하여 공간을 한정-

바닥재질과 질감의 변화로 경계를 인식-

바닥레벨의 차이 기단 는 위계형성- ( )

천장
벽과 상호작용하여 방향성과 연속성을 가짐-

천장의 높이조절로 공간의 밀도를 조절-

수직

적

요소

벽
분리와 소통의 기능-

벽재료의 물성조절로 내외부공간 융합-

기둥

담/

기둥은 사이에 시각적 투명한 막을 형성하여 한정된-

공간으로 인지하고 개방감을 부여

중심적인 건축 둘레에 유효한 공간이 있어 영역을 한정-

채
주거공간은 간 과 채 를 기본으로 공간분화- ( ) ( )間

간 분화와 채 분화에 따라 배치유형이 결정- ( ) ( )間

매개

공간

요소

개구부
개구부는 방향성 연속성 상징성을 가지며- , ,

출입을 조절

처마 밑

공간

반개방된 공간으로 내외부공간의 성격을 동시에 수용-

일사가 차단된 처마의 아래 공간은 완충공간의 역할-

마루
각 영역들을 매개하거나 중간영역으로서 공간들-

사이에서 완충작용의 역할

마당

외부공간이면서 내부공간적 성격을 갖는 공간-

개방된 공간보다 정적이고 폐쇄적이며 구심형과- ,

내향성을 가짐

시간적 요소
온돌과 마루구조는 여름과 겨울이라는 계절적 경계-

일상생활의 패턴에 따라 밤과 낮의 공간점유가 한정-

사회적 요소
유교문화의 영향으로 남녀 상하 세대간의 공간점유- , ,

일상과 비일상의 생활의 경계가 뚜렷-

표 전통주거 건축의 경계요소 및 특성< 4>

한국주거건축의 경계구조의 특성한국주거건축의 경계구조의 특성한국주거건축의 경계구조의 특성한국주거건축의 경계구조의 특성3.3.3.3.3.3.3.3.

선행연구로 곽경숙9) 은 경계구조의 공간적 특성(2004)

을 이원성과 위계성 중첩성 연속성의 특징으로 보았으, ,

며 김미나, 10) 는 경계구조의 속성으로 양면성 투과(2003) ,

성 표리성 방향성 유보성 위계성으로 보았고 김진, , , , ,

영11) 은 경계구조 구성인자를 영역 틈새 위계 연속(2005) , , ,

으로 보았다 각 논문의 내용을 토대로 경계구조의 특성을.

재정리하여 다음과 같이 분석의 틀로 재정리하였다.

위요성(1) ( )

위요성은 인간이 그 지역에 대한 영역인식을 높이면서

방어감과 안전 프라이버시등을 보호하는 의미이다, .

공간 중앙의 핵 공간을 둘러쌈으로써 시각적 심리적, ,

9) 곽경숙 한국주거건축 경계구조의 특성과 변용에 관한연구 홍익대, ,

학교 박론, 2004

10) 김미나 근세 한 중 일 상류주거의 경계구조에 의한 공간구성 비교, · · ,

부산대학교 박론, 2003

11) 김진영 실내공간에 나타난 경계의 모호성 연구 국민대학교 석론, , , 2005

동선적 접근뿐만 아니라 일정한 장소성과 영역성을 가지

게 되며 중심의 공간과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영향을, ,

받는다 또한 둘러싸거나 에워싸고 가리거나 막음으로써.

어떤 것을 보지 못하게 가리거나 막는 것을 의미하고 있

는 담은 그 높이의 차이에 따라서 공간의 성격도 크게

차이가 있다.

전통주거의 이미지 공간적 특성

영역성 구심성 중심성- , ,

공간적 요소 담 채 자형 평면 도로와 채, , ,ㅁ

시간적 요소 -

사회적 요소 가묘제( )家

표 경계구조의 공간적 특성 위요성< 5> -

이원성(2) ( )

각 영역의 경계에는 폐쇄성 혹은 연결성( ) ( 結

에 영향을 미치는 경계구조 요소가 있고 이 경계구조)

를 통해 연결과 차단의 조절이 이루어진다 즉 한국 전통.

주택의 경계구조는 이원성을 강하게 띄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음과 양의 끊임없는 반복을 통해 칸과 채의 공간.

구성으로 발전하고 문과 창은 두 세계를 차단하는 것이

아닌 연결과 차단이라는 이원성을 가지며 두 세계를 자

연스럽게 연결시키는 전이 공간의 역할을 하고 있다.12)

전통주거의 이미지 공간적 특성

연결과 차단 개방과 폐쇄 투과성과 비투과성- , , ,

빛의 대비

공간적 요소
벽 창호 대청과 온돌방 대문, , , ,
내외담

시간적 요소 여름과 겨울

사회적 요소 채의 분리

표 경계구조의 공간적 특성 이원성< 6> -

위계성(3) ( )階

위계성은 체계적인 공간 질서로 전통건축에서는 시공,

간적으로 경험되는 전체의 질서가 중요시되어 전체와 부

분이 유기적인 관계로 해석된다 즉 지형적 조건과 자연.

에 순응하는 사상에 의해서 위계질서가 형성되고 유교사

상에 따른 정신적 사회적으로 건물이 배치되어 다층의,

공간구성이 된다.

전통주거의 이미지 공간적 특성

지형의 고저 차 다층의 공간성- ,

공간적 요소 기단 담 바닥면 지형, , ,

시간적 요소 -

사회적 요소 신분계층

표 경계구조의 공간적 특성 위계성< 7> -

점이성(4) ( )

공간을 구성하는데 있어서 계층적 질서를 부여하는 한

12) 곽경숙, Op.Cit, p.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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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으로 타인의 시선으로부터 격리된 심리적 상태를 사

용한다 즉 하나의 공간에 머무르지 않고 공간적 영역이.

연속되며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 전통 건축공간.

에서는 행랑채 사랑채 안채의 점진적인 변화로 공간의- -

축이 형성되면서 공간이 연결되며 방향성을 느끼게 된,

다 경계구조의 방향성은 인간의 이동 및 시선의 방향과.

관련되어 있다.

전통주거의 이미지 공간적 특성

상호관입 방향성 연속성 공간의 확장- , , ,

공간적 요소 외랑 처마 밑 공간 중심축, ,

시간적 요소 시간적 움직임

사회적 요소 진입방식

표 경계구조의 공간적 특성 점이성< 8> -

중첩성(5) ( )

공간의 중첩은 하나의 공간이 다른 하나를 포함하는

방식 둘 이상 공간이 상호 관입하는 방식 공간상에 거, ,

리를 두고 중첩되는 방식 등으로 분류 할 수 있다.13) 한

국전통주거는 목조가구식 구조의 특성으로 기둥과 보,

그리고 개구부에 의해 시각의 틀이 형성되며 겹겹의 내,

외부공간은 반내부 반외부의 전이공간과 머무를 수 있,

는 유보적 공간을 가지며 특정위치에서의 조망이 중요,

시 된다 특히 채의 분화에 의해 공간의 깊이감 방향성. ,

을 지각할 수 있다.

전통주거의 이미지 공간적 특성

깊이감 방향성 투명성 유보성- , , ,

공간적 요소 안중문 안마당 채 틈새 가구식목구조, , , ,

시간적 요소 -

사회적 요소 채의 분화

표 경계구조의 공간적 특성 중첩성< 9> -

이러한 경계요소가 앞서 고찰한 이론과의 어떤 연관성

이 있는지 다음과 같이 다이어그램으로 정리 해 보았다.

그림 경계구조 개념화< 1>

13) 황연숙 역Francis D. K. Ching, , Architecture Form Space and

도서출판국제Order, , 1998, pp.193-200

경계구조 의미로 본 향단경계구조 의미로 본 향단경계구조 의미로 본 향단경계구조 의미로 본 향단4.4.4.4.

향단의 개요향단의 개요향단의 개요향단의 개요4.1.4.1.4.1.4.1.

향단은 보물 제 호로서 경상북도 경주시 강동면 양412

동리에 위치하고 있다 회재 이언적 이 독락당. (1491-1553)

에서 년간 은둔생활을 청산하고 경상감사 의정부좌찬5 ,

성 등에 역임했을 때

동생 이언괄을 위하

여 지은 것이라 한

다 향단은 양동마을.

의 자 형국으로 양

동마을에서 가운데부

분인 안골의 깊숙한

곳 상단에 서백당,

다음 능선으로 무첨

당 물봉에 관가정과,

향단이 위치한다 또.

한 지형을 인공적으

로 조성하고 일체의,

장애물이 없이 건물

외관 전체를 노출시킴으로써 마을에서 가장 눈에 잘 띄

는 건물이 되었다.

행랑채 안채 사랑채가 모두 하나로 연결되어 몸채는· ·

자형이고 그 앞에 긴 행랑을 연결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자형의 평면을 이룬다 몸채에는 두 개의 마당을 가지.

고 있다 하나는 안채부에 딸린 안마당이고 서쪽의 것은. ,

안행랑부에 딸린 노천부엌용으로 사용되는 마당이다.

행랑채는 정면 칸 측면 칸으로 되어 있는 행랑채 뒤9 1

쪽에 있는 몸채는 행랑채와 똑같은 규모의 안채를 앞뒤

에 배치해 놓았다 안채 부엌 옆은 헛간이고 이 위에는.

마루를 깔아 다락으로 만들었다 이것은 주택에서 볼 수.

없는 형식이다.

향단에 적용된 경계구조 분석향단에 적용된 경계구조 분석향단에 적용된 경계구조 분석향단에 적용된 경계구조 분석4.2.4.2.4.2.4.2.

위요성(1)

향단에서 보여지는 채의 경계구조는 자형 안채와‘ ’

앞쪽 아래기단에 자형 행랑채와 결합으로 외부에서의‘ ’ㅡ

시각적인 차단 뿐 아니라 심리적인 차단을 볼 수 있다.

즉 안채와 행랑채 사이를 바짝 좁혀 배치했을 뿐 아니,

라 높은 기단을 사용하여 안채의 위요성이 강조되어 폐

쇄감이 더욱 강하게 표현되고 있다 안채의 입면은 노출.

이 되지 않아 더욱 위요적 성격과 개방성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동쪽에 있는 안마당과 서쪽에 노.

천부엌용 중정 개가 있는데 일반적 살림집에서 나타나2 ,

지 않는 향단만의 특성이라 볼 수 있다 이 두 중정은.

안채의 기능영역을 구획한다 즉 안마당은 사랑채와 안.

그림 향단 평면도< 2>
도면 출처 문화재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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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를 부엌마당은 안채와 안행랑을 구획한다 따라서 안, .

방에 집안 전체의 움직임과 동태를 파악할 수 있는 중심

적인 구성을 볼 수 있다 또한 지붕처마 역시 경계구조.

의 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켜로써 위에서 공간을 묶어

시각을 한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평면에서 확인할 수a)

있는 위요성
외관에서 확인할 수 있는b)

둘러싸인 채 구조

그림 위요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계구조 예시< 3>

이원성(2)

안채에 개로 분리된 주인의 마당과 하인의 마당은2 ‘ ’

공간적 성격까지도 달라진다 안마당이 비어있음 자체. ‘ ’

의 관념성을 담고 있다면 부엌마당은 일조와 통풍 가사

노동 등 물리적 요구를 수용하는 기능성에 충실하다 최.

소의 두 중정은 어느 하나가 없다면 다른 하나의 존재의

의가 사라지는 상호보완적 요소들이다.14)

향단의 특징으로 중정에 나타나는 은폐 된 안채의 폐

쇄성과는 달리 사랑채는 마당에서 아무런 장애물 없이

외부에 노출된 개방성을 볼 수 있다 즉 온 마을의 풍경. ,

을 바라볼 수 있는 사랑채 지붕만 바라보는 안채의 폐,

쇄성이 강한 경관적 이중성을 볼 수 있다 또한 외관에.

서의 화려하고 크게 과장된 박공의 모습에 반해 내부는

공간의 밀도가 매우 높다 이는 회재 이언적이 독락당에.

서 년간의 운둔생활을 청산하고 다시 복귀한 의미로 사5

회적으로 나타난 자신과 가문의 입지를 세우기 위해 독

락당과 상반되는 건축적 과시성으로 볼 수 있다.

평면상으로 다른 남녀공간의 개방도a)

안채에서 볼 수 있는 폐쇄성b) 개방적 사랑마당c)

그림 이원성을 확일 할 수 있는 경계구조 예시< 4>
14) 김봉렬 김봉렬의 한국건축이야기 돌배개, 1, , 2006, p.295

위계성(3)

향단의 영역형성은 크게 개 영역으로 구분된다3 .

첫 번째는 대문과 행랑채 그리고 행랑마당이 이루는 영

역이고 두 번째는 사랑채와 안채가 결합되어 중앙에 두,

개의 마당을 만들고 있는 주거 영역이며 세 번째는 현,

재는 뒷산이지만 과거에 사당과 별묘가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영역으로 구분 할 수 있다.

행랑채의 기능은 마구간 고방 도장으로 구성되어 있, ,

고 주거영역은 높은 기단 위에 좌우로 개의 안마당이, 2

있고 안채와 사랑채의 공간이 판벽으로 구획되어 있다.

공간 영역의 구분은 축대 쌓기에 의해 단차로 구획되

었다 즉 행랑채와 안채는 대지의 기준 높이를 달리하여. ,

행랑채와 안채를 최소한으로 통로 폭만 확보하고 인접시

켜 평지보다 위계를 잘 나타낸다.

개의 영역과 건물의a) 3
레벨 차이

행랑채와 사랑채의b)
기단차이

그림 단차 및 기단으로 본 위계성< 5>
점이성(4)

향단에서 영역은 안방으로 향하는 하나의 동선을 위하

여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부엌마당은 내부 아래로 행랑.

과 연결되고 이것은 안마당쪽으로 연결된 통로에 의해,

안마당과 공간이 연결되어 있으며 이것은 다시 사랑마,

당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연속적인 공간으로 나타난다, .

안채의 안방과 건넌방의 배치는 대청마루를 사이에 두고

직각 배치를 하고 있다 향단의 내부 동선은 사랑채와.

안채가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외부동선은 행

랑마당에서 각기 다른 중문을 통해 진입하도록 분리되어

있다 안마당에서 안대청으로 그리고 건넌방에서 다시.

다락 상부로 공간과 동선은 끝없이 주고받는 관계로 이

어지는 장면성을 볼 수 있다.

그림 동선으로 본 향단의 점이성<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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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성(5)

향단은 건물군이 하나의 채로 인식되도록 구성되어있

으나 내부에서는 분절되고 조직적으로 엮여 있다 특히.

안방을 향해서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행위를 체계적으로

엮기 위해서 외부는 하나로 인식되지만 내부에서는 마루

및 대청의 빈공간과 방을 반복적으로 사용하여 형태적으

로 구분을 하고 있다 이러한 요소들 사이에서 상호 보.

완적인 다소 복잡한 질서를 수용하여 향단만이 가지는

독특한 경계구조를 볼 수 있다 즉 일정한 기둥배열에. ,

따라 기하학적 질서를 갖는 행랑채 다락 고방 사랑채로- - -

이어지는 외곽공간과 독특한 내부구성의 행랑채 통로 다-

락하부 필로티 공간 부엌 마당 샛길 안마당으로- - -

이어지는 내부공간이 존재하여 이질적요소를 서로 묶어

주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즉 외부이면서 내부인 반 외부적 공간으로 전이적 공

간 특성을 갖는다.

평면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이공간a)

행랑채에서 바라본 시각a) A- 안대청 너머보이는 지붕b) B-

그림 전이적 공간으로 나타난 중첩성< 7>

분류 공간특성 향단에서 경계공간

위요성 영역성 구심성 중심성, ,
외곽 몸채의 둘러싸임과 두 개의 중정,

지붕 처마

이원성
연결과 차단 개방과 폐쇄- , ,

빛의 대비
은폐된 안채와 개방된 사랑채

위계성
지형의 고저 차- ,

다층의 공간성

개의 영역 행랑마당 영역 주거영역3 ( , ,

사당영역 건물의 레벨차이),

점이성
상호관입 방향성 연속성, , ,

공간의 확장

안방으로 향하는 연속적인 행위 및 빈

공간과 방의 반복적 배치

중첩성
깊이감 방향성 투명성- , , ,

유보성

행랑마당 행랑채 통로 부엌마당 샛길- - - -

안마당 등에서 전이공간으로 중첩

표 경계구조 특성에 따른 분류 및 분석< 10>

결론결론결론결론5.5.5.5.

본 연구는 건축공간의 경계구조에 관하여 공간적 개념을

정리하고 한국 전통주거공간에서 건축구조의 특성을 통해

회재 이언적에 의해 지어진 향단을 중점으로 분석해 보았다.

경계는 가시적인 것과 비가시적인 것으로 나뉘고 기능으

로서 차단 통과 매개 중첩으로 구분한다 이에 경계구조를, , , .

형성하는 주요 인자를 경계구조의 유형 특성으로 분석하여

위요성 이원성 위계성 연속성 그리고 중첩성으로 구분 하, , ,

였다 이러한 내용을 분석의 기준으로 삼아 향단의 경계구조.

적 특성을 재해석해 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외곽 몸채의 둘러싸임과 두 개의 중정 지붕처마, ,

로 향단의 구조적 특성인 위요성이 강조되어 폐쇄감이

강하게 표현되었다.

둘째 채의 둘러싸인 배치로 내부에 여성공간 안채의,

강한 폐쇄성과 외부에 배치되어 어떠한 장애물 없이 경

관 조망을 할 수 있는 사랑채를 볼 수 있다 즉 개방감. ,

과 폐쇄성을 동시에 나타나는 이원적 특징이 있다.

세 번째 채의 둘러싸인 배치로 입구에서 안방으로 향,

하는 연속적인 행위와 그것을 체계적으로 엮기 위한 빈

공간과 방을 반복적으로 배치된 것을 볼 수 있다 이는.

공간의 점이적 특성과 전이적 공간의 중첩성이다.

마지막으로 하나의 몸채로 구성되어 있어서 정확히 3

개의 영역으로 나뉘고 높은 기단차이로 공간의 위계적,

특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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