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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본 연구는 전통주거공간 속에 반 된 환경친화적인 계획기법과 원칙을 파악하여 그 원리를 재정립하고자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서 대표적 전통 주거공간인 경상북도 경주시 양동마을의 관가정을 대상으로, 문헌연구와 현장연구를 통해 주거공간에 표출

되거나 내재된 환경친화성 원리 및 기법을 입지선정 및 공간구성, 자연에너지 활용, 자연재료 활용 등으로 구분하여 파악하고자

하 다. 

본 연구를 통해 얻는 결과는 입지적 측면에서 남동향을 취하여 일사 및 일조의 환경조절측면을 고려하고 있었으며, 지형의

변형을 최소화하는 건물축조기법으로 조성한 것을 알 수 있었다. 환경보전적 측면에서는 대문간-안마당-안대청으로 바람의

통풍이 가능하도록 구조적으로 배치하 으며, 공간구성적 측면에서는 경관의 조망을 중시하여 담장의 조절을 통해 외부 경관을

끌어들이는 수법을 활용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전통공간에 있어서 환경친화적 기법 및 조절원리는 오랜 기간 동안 경험에 의해 발전되었으며, 지역기후와 지역환경에 적합한

많은 전통적인 기법들로 개발되었다. 이러한 기법들을 추출하여 기술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은 지구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

하고 보다 쾌적한 인간의 생활환경을 창출하는데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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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전통주거공간의 특성은 음양오행사상, 풍수지리사상

등동양사상의 요인과정치, 경제, 사회, 문화등그시대

의 인문 사회적 환경요인 및 지리적 여건, 기후, 풍토 등

물리적 자연환경 요인 등에 적응하면서 표출된 속성을

지니고 있다(주우용·이석권 2010: 121). 집을 짓는 행위

는 개인의 창작행위를 넘어서 집단적 창조 행위이며 한

사회의 문화적 현상으로 표출되고 있다(Amos Rapoport

1985). 이러한 문화의미를 지닌 우리나라의 전통주거공

간은 역사적으로 계승되어 온 유형·무형의 문화적 고

유성을 간직하고 있는 질서의 흐름으로 해석할 수 있다

(신상섭·곽병화 1991: 31). 인간이 정주해 살아가고 있

는 사회적 환경은 주체가 되는 인간, 지리적 조건, 기후

적 조건 등의 자연적 요소와 그 사회의 산업, 정치, 의식

구조 등과 같은 문화구조로 이루어진다. 특히 인간이 객

체에 대한 적응은 인간과 자연을 둘러싼 환경과의 사이

에 동적 균형(動的均衡)을 성취하고자 함을 목적으로 하

며 이를 위한 인간행위의 대부분은 공간적인 국면을 내

포한다(Christian Norberg schulz, 1971: 9~13).

오늘날의 주거공간은 전통적인 삶의 가치관을 멀리한

채 서양의 근대화 바람을 타고 우리가 가진 자연과 조화

롭지 못한 채 정체성을 잃어가고 있는 삶의 공간을 볼

때, 자연에 부합되는 주거계획으로 전환이 절실히 요구

된다. 이와같은맥락에서한국전통주거공간의친환경성

을분석하여한국적주거계획의전통성과정체성을계승

하기 위한 방법론의 모색을 꾀함으로써, 보다 나은 친환

경주거공간설계를위한방안을제시하는것은좋은대안

이될수있다(주급원·최만진2010: 550).

전통주거공간은 입지적 측면, 자원보전적 측면, 공간

구성적 측면 등에서 우리의 전통적인 자연관인 사상적

측면을 근간으로 하여 인간과 자연이 상호 공존하고, 인

간이 자연 속에 포함되는 환경친화적인 기술 및 방법으

로조성되었음이여러경로를통해알려지고있다. 본연

구는 전통주거공간 속에서 환경친화적인 설계기법과 원

칙 및 원리를 파악하여 그 원칙들을 재정립하고자 수행

되었다. 또한, 본 연구는 이러한 환경친화적 기법 추출

및 원칙 정립을 통하여 현대 주거단지나 주택의 계획 및

설계, 시공에서 주요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환경친화적

기법 속에 표출된 물리적 형태뿐만 아니라 공간 속에 내

재하는전통적구성원리등을환경친화적이해의바탕위

에서적용할수있는기초자료를제공하고자함이그목

적이다.

연구방법

1. 연구의범위및진행

본 연구는 조선중기 우재 손중돈이 관직을 그만 두고

양동에 돌아와 지었던 관가정(보물 442호)과 이를 포함

한 주거일곽(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양동마을 일대)을

대상으로 하여 전통마을에서 유추된 주거단지의 환경친

화적인 개념들을 파악하여 환경친화적 기법연구에 적합

한 요소의 도출을 위해 수행되었으며, 내용적 범위로는

전통주거공간에서 유추된 환경친화적인 개념들을 정리

하여 대상지에서 반 된 환경친화적 기법을 파악하고자

하 다. 

연구의 진행은 우선, 문헌연구를 통해 개념정립과 이

론적인 내용을 정리하고, 현지답사를 통해 사례지역의

현황을 파악한 후, 연구의 분류체계를 정립하여 환경친

화적 기법의 요소를 정립하 다. 이후 사례지를 대상으

로 전통주거공간에 반 된 환경친화성을 자원보전적 측

면, 입지적 측면, 공간구성적 측면에서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환경친화적기법을도출하 다. 

2. 환경친화적계획요소분류

선행연구 및 사례분석을 통해 전통주거지역에 나타난

환경친화적 계획개념은 입지선정, 미기후조절 및 에너

지절감, 폐기물 순환·재이용, 생물 다양성, 수자원 순

환, 산림·농경지보존, 자연요소의활용및관리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김은주·류호창 2002; 이승민·최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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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김은희 2001; 현중 ·박찬용 1998; 한필원 1996 ;

이경회1994; 신상섭·곽병화1991). 

한필원(1996)은 경북 김천시 구성면 상원리 원터마을

을중심으로전통마을의생태학적해석을통해환경친화

적 주거단지를 입지선정, 산림·농경지 보존, 수자원 순

환, 생물(서식지)다양성, 폐기물순환·재활용, 미기후조

절 및 에너지 절감, 자연요소 활용 및 관리의 7개 요소로

구분하여 전통마을을 해석하고 있다. 김은주·류효창

(2002)은 풍수사상에 기반하여 전통주거공간에서는 채

광과 통풍, 자연환기에 관한 조건으로 자연광을 최대한

이용하고 바람을 조절하기 위한 고려가 입지조건에서부

터실내공간계획에이르기까지의과정을연구하 다. 신

상섭·곽병화(1991)는 전라북도 전통상류주택인 김동

수·이웅재·권희재 가옥을 중심으로 입지성, 배치, 장

치적 요소와 공간구성, 지형조건 등을 통해 전통주택에

내재하고 있는 역사경관의 보존, 현대와의 접목과 같은

조경요소를 발전적으로 규명해 나가기 위한 기초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현중 ·박찬용(1998)은 조선시대 전통

주택풍수의좌향에대해양동마을을중심으로지형조건

과주택의향과의관계, 주택유형에따른주택의좌향등

을연구하 다.

본연구에적용된환경친화적설계기법분류는선행연

구 사례분석을 통해 추출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대상지

현황분석을 통해 제시된 자연자원요소, 입지요소, 공간

적측면의구성원리등을종합적으로검토하여최종적으

로제시하 다<그림1>. 입지적측면과공간구성적측면

을 구분한 이유는 입지적 측면은 입지적 타당성에 내재

된 사상적 배경, 내부공간과 주변지형·지세, 경관과의

관계 등을 전제로 한 분류항목이며, 공간구성적 측면은

내부적 공간에서의 공간의 통합과 분리, 개방과 폐쇄 등

을전제로한항목으로차별성을두기위해구분하 다.

3. 연구대상지 개요

본 연구는 조선시대에 조 된 상류주택 중 비교적 원

형이 잘 보존되고 있으며, 양호하고 건축년도가 명확한

주택인경상북도안강읍양동마을일대의‘관가정’을대

상지로하 다. 관가정은경북지역의전형적인평면형식

인‘□’자 집의 전면에 양쪽으로 날개부가 부가된 형태

를띠고있다. 마을의전면에위치한물봉의언덕에자리

잡아주변의마을과평야를굽어볼수있는조망이유리

한 곳에 터를 잡았고 이로 인해 마을의 입구에서 시각적

으로 가장 먼저 인지되어 집의 위상을 세우는데 유리한

위치를차지하고있다<사진1>. 

관가정이골짜기가아닌마을전면의물봉에자리잡게

됨으로써 안락천과 그 너머의 안강평야, 멀리 서백당의

그림 1 환경친화적 기법 세부요소의 구성

자원보전적
측면

입지적
측면

공간구성적
측면

적정 경제주의 원리(Economy of means)반
자연에너지 이용측면+자연재료 이용측면+물질순환체계
- 일시/일조, 온열환경, 통풍/환기, 방수/방습
- 물질순환체계(수순환, 재활용/재이용)
- 소재의 자연재료 이용적 기법파악
자연조건의 지속 가능한 측면=자연성+엔트로피 법칙

균형과 조화, 친 자연성, 친 인간성
공간조직의 방법적 원리 추출

명료성 확보
取景에 유리한 입지성 확보
여백의 미, 앙시(仰視)와 부시(附視) 접목

사상+시각구성요소

전통주거공간의 환경친화적 技法 및 原理의 도출



167 Heo, Jun 관가정(觀稼亭)으로본조선시대상류주택의환경친화적계획요소분석

안대가 되는 무릉산까지 그 시야가 열리게 되었다. 또한

양동에서 주요한 생산원인 안강평야를 조망할 수 있는

주택은 몇몇의 정자를 제외하면 관가정 외에는 없는데

이것은대부분의주택들이마을안쪽인물봉골과안골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이다. 물봉골 좌측의 안락천은 형산

강으로이어지는데예전에는물이깊어서선박이날마다

오고 갔다고 하며, 조선시대에는 수운이 매우 중요한 운

송수단으로선박이마을을지나간다는것은운송과교역

에매우유리함을뜻한다.

관가정은 서측 마당에서 안락천이 내려다보임으로써

주요한 운송수단인 선박이 왕래하는 것을 조망할 수 있

었을 뿐만 아니라 물봉의 언덕에 자리 잡아 주변으로 시

선이열려조망이유리한곳에위치하고있다. 집터의선

정에있어서도풍수, 종법체계, 교통등사회문화적요소

가 작용하지만 관가정과 같이 씨족마을의 초기에 자리

잡은 경우 선택의 폭이 크기 때문에 이는 건축주의 주거

관을잘나타낸다고할수있다. 

관가정은안마당을중심으로뒤로는안채가, 앞으로는

사랑채와 행랑채가 있으며, 좌측으로는 사당채와 행랑

채가 위치하고 있다. □자형의 전면 좌우측으로 각각 2

칸씩돌출되는날개형의평면윤곽을지닌관가정은안몸

채가 안방-대청-건넌방이라는 같은 용도와 기능을 가지

고 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칸-모듈이 서로 다르게 나

타나고있다<그림2>. 관가정이앞마당을중심으로우측

에 안채와 함께 사랑채를 위치시킨 이유는 넓게 펼쳐진

안강평야가 주된 원인으로 사랑채의 위치를 결정하는데

있어 역의 분할보다는 무엇을 볼 것인가라는 문제가

더우선하고있음을알수있다.

관가정의환경친화적계획요소

1. 입지적측면분석

1) 지형적 측면

양동마을은 물자형국(勿字形局)의 구릉지형안에 세월

을두고자연스럽게형성된조선시대의대표적인반가마

을이다. 여러 개의 크고 작은 능선과 봉우리들이 늘어서

서 복잡한 안대구성을 하고 있는 양동마을의 입구쪽 언

덕에 자리잡은 관가정은 전면의 성주봉과 언덕아래의

논과 밭, 그리고 서쪽으로 안락천과 안강평야의 넓은 전

망을확보한다. 

관가정은손중돈이관직을그만두고양동에돌아와서

지은 집으로 평면을 보면 논리적인 규범을 따라 계획되

었음을 알 수 있는데, 규칙적인 격자체계나 좌우가 거의

대칭인것이그것이다. 

관가정은 마을 어귀 물봉동산 서측 산등성이 표고

25~30m의 건좌손향(乾坐巽向)의 동남향으로 자리잡고

있으며 물봉이 불쑥 솟았다가 동남으로 길쭉하게 뻗으

면서 완만한 경사를 형성하는데, 이 경사지 8부 능선쯤

대지를 정지하고 관가정을 앉혔다. 경사지의 지형적 특

징을 살려 후고전저(後高前低)의 건축물 배치기법을 이

사진 1 입지

안락전

▼

물봉골
안강평야

성주봉관가정
▼

▼

설창산

양동천

▼

안대청

사당채

안방▼

▼

안방대청

방 방

안마당

대문간 부엌

▼

여막방 ▼

광 ▼

건너방 ▼

▼

사랑방

▼

사랑대청

▼

작은사랑대청

▼

그림 2 배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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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 으며, 맨 아래 사주문 밑에서 사당까지의 고저차

는약13m 정도의단차를보이고있다.

관가정은 구릉지에다 배치하려다보니 대지를 넓게 확

보하기가 어려웠으며 따라서 다른 반가에 비해 대지 면

적이 좁은 것이 특징이다. 구릉지를 대지로 삼았기 때문

에 정면에 높은 기단을 쌓아 동선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아랫부분에큰돌, 위로갈수록조금씩작은돌을쌓

았는데이러한구축방법은시각적안정감을주는중요한

역할을하게된다. 

마을안길은북촌과남촌사이의양동천을따라마을내

부를 동서로 가로지르고 있는데, 굴곡없이 거의 평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마을 내 주택으로의 진입은 안길

에서 갈라지는 샛길이 골짜기 지형을 따라 깊숙이 뻗으

면서각주호를이어주고있다. 샛길이각주호로이어지

면서 끝을 맺는 것이 아니라 아주 작은 소로로 변화되어

산 능선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작아진샛길은마을주민만알수있는수로체계로서유

사시 비상탈출 도로로 활용하는 것이다. 또한 양동마을

에서 마을길의 구성은 안길을 매우 중요하게 부각시키

고 있는데, 이는 마을방어의 한 방법으로서 안길 입구는

곧 마을 어귀가 되어 마을입구로 들어서면 집중적인 시

선을받을수밖에없다. 하나의감시체계와같은역할을

한다. 

중국과 일본의 주택정원이 독자적인 공간을 확보하여

수목과화초로조원하는것에비해, 우리의마당은각채

에 딸린 부속공간으로서 내부공간의 연장선상에 있거나

건물과 경계의 사이공간이 되어, 관가정의 안마당은 흙

다짐을한빈터로서내부공간에연결되어가사활동이수

행되는 공간으로 비워져 있다. 마당의 조경에 대한 이러

한 관점은 건물 외부의 자연경관에 대한 시각적 의존을

전제로하게되어내부에서외부로펼쳐지는시각구조가

중요한역할을하게된다(최수 외2001: 124).

2) 자연환경 및 경관적 측면

관가정은위치가마을어귀의높은언덕이어서마을에

들어서면 곧바로 바라보이는 지점이자 물봉언덕 상부여

서대지에서면마을앞농경지(안강평야)가부감으로조

망된다. 사랑채 누마루가 조망점의 역할을 하며 조망대

상은 안강평야이며, 누마루 높이는 2.06m, 담장높이는

1.3m, 누마루와 담장까지의 거리는 8.4m로 차경의 원리

가 도입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4>. 경관적인 측면

에서볼때‘관가(觀稼)’라는의미를생각하면전면에대

문이나 담장과 같은 시야를 방해하는 시설물이 없는 것

을 의미하므로, 솟을대문을 두지 않고 사주문을 두고 그

주위를담장을두른것으로판단된다. 

3) 풍수적 측면

풍수지리설의 본질은 토지는 만물을 생육하는 생명력

또는 생활력이 있는바 이것이 토지가 갖고 있는 일종의

기(氣)라는것이다. 풍수지리설은소박한지모적신앙(地

母的 信仰)과 음양오행설이 결부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조선시대의주택구성에큰 향을주었다.

관가정의풍수적국면은조산과주산이형성되어있으

나좌우의백호와청룡국이명확하지않다. 즉, 주산에서

흐르는 지맥을 관가정으로 이어지게 하고, 나머지는 마

을의전체적인풍수적국면을폭넓게적용하면서관가정

만이 갖는 조망적 특징을 부각시킨 결과로 보인다. 마을

그림 3 대지 종단면도

그림 4 조망구조

조망대상 : 안강평야

H=1.30m

L=8.40 담장

사 랑 채
누 마 루

10m

8m

6m

4m

2m

0m

-2m

-4m

-6m
사주문 관가정 삼 문 사 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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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지면에서는 물자형국(勿字形局)의 능선이 뻗어 내려

와 병풍처럼 계곡을 둘러쌈으로써 배산임수형(背山 水

形)의 마을입지가 형성되어 외부로부터는 시각적인 단

절감과 폐쇄감을 주고, 내부로는 포근한 공간감을 갖는

다. 또한경주방면으로부터흘러드는형산강을서남향에

서역수(逆水)로안은지형으로이역수지형이마을의끊

임없는부(富)의원천이라믿어진다.

관가정은 좌향적인 측면에서 건좌손향(乾坐巽向)의

동남향에 입지하고 있으며, 안채와 사당은 방간산을 향

하고 사랑채는 무릉산을 향하고 있다. 내부적인 시설배

치에 있어서도 가례에 의하면 사당이 동쪽에 있어야 하

지만약간뒤로물러나동북에위치하고있다. 이는북쪽

이 지형적으로 높다는 것이 선조를 높이는 의미이기 때

문이다. 대문을 들어서면서 인지되는 공간은 지형이 단

계적으로상승되는조건을건축공간의위계성과연결하

던것이다.

2. 자원 보전적 측면 분석

1) 자연 에너지 활용

관가정에서활용하고있는자연에너지는먼저, 일사와

일조의 향상을 위해 동남향으로 건축물이 배치된 점을

항목 인자 유형(형태) 기법특성

·경사 15~20%, 표고 15~20m 정도에 위치함

·구릉지를 대지로 삼았기 때문에 정면에 높은기단을 쌓아 안채와 사랑채의
단차를 줄일 수 있고, 안마당을 중심으로 하는 동선의 불편함을 최소화함

·서측으로 안강천이 흐르고 동쪽에서는 지류인 양동천이 다시 안강천으로
합류함

·우물, 배수로, 개울, 주변하천→마을의 중요 골격형성
·안락천의 물은 식수 및 농경수로 사용
·임원십육지의 수로조건 만족(곡선수로)

·마을안길의 중요성, 마을 바깥길이 형성

·마을접근로의 대부분은 관가정 앞이 종점이며, 안락천을 건너 관가정 앞을

지나 마을로 진입하 던 것으로 추측

·홍만선의『산림경제』에서 서쪽, 남쪽에 대로가 있으면 좋다는 조건을 만족

(온열환경에 대한 방안)

·물(勿)자의 어깨부분에 지기가 응집되어 있다하여 삼현출생지야를 예언하

다고 하여 물자형국은 주민들의 의식속에 깊이 심어져 생활공간에 대한

관념과 문화경관형성에 강한 향을 미침

·풍수형국 : 船遊 刑(마을전체가 물에 떠가는 배모양)

·관가정은 건좌손향(乾坐巽向)*의 동남향에 입지

·안채와 사당은 방간산을 향하고, 사랑채는 무등산을 향하고 있음

·안채의 안대인 방간산과 사랑채의 안대인 무등산이 직접 보이며, 안채와
사랑채 안대가 직각으로 만남

지형적 측면 지형여건 -

배치 후고전저(後高前低)

안강천, 양동천·

형산강 합류

(곡선수로)

수로

도로

조망
·사랑채 누마루(조망점)→조망대상(안강평야)

- 누마루 높이 : 2.06m, 담장높이 : 1.30m, 누마루~담장거리 : 8.40m

풍수

좌향

자연환경 및

경관적 측면

풍수적 측면

표 1 입지적 측면 종합

안채
사당채

무릉산 방간산사랑채

<관가정>

좌우

후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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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다. 정남향의 배치가 겨울철 최대 일사량 취득

측면에서는유리하나여름철차양을하지않으면과열현

상을 일으키는 단점이 있는데, 이를 동남향으로 배치함

으로써환경보전적측면에서합리적인배치를하고있음

을알수있다.

통풍, 환기적측면에서는건축물의벽체를판벽과심벽

두 가지로 구분하 는데, 판벽은 통풍과 환기가 필요한

공간에 설치하 으며, 판재 두께는 18~24mm 정도로 중

간에 띠장을 대어 고정시켰다. 심벽은 주로 재사벽 으

로마감하 고, 수장재의폭에따라두께88~90mm 정도

이다<사진2, 3>. 풍우를막기위하여박공아래에길이로

연이어 대는 널빤지인 풍판을 설치하 으며, 두께는

21mm를사용하 다. 풍판안쪽에는87×119mm 정도의

집우새를설치하 다.

열환경 측면에서는 온돌과 머름, 창문(이중창), 벽체

등으로 자연에너지를 활용한 것을 볼 수 있는데, 머름의

경우는 관가정에서 총 8개소에 위치하며 사랑채에 설치

된 머름이 격식을 잘 갖추었다. 사랑채의 방부분에 쓰인

머름은 높이가 280m 정도로 양쪽에 어미동자 각 1개씩

과 그 사이에 머름동자 3개를 세웠다. 하인방이 머름대

02

01

실내를 구성하는 벽은 대부분이 심벽 구조 다. 벽에 벽지를 바르지 않으며 기둥, 인방, 벽선, 문선 등의 수장재가 노출되어 보이는 입면 형태를 하 다. 다만 방화장으로
할 때는 기둥의 일부가 벽체 속으로 들어가기도 하 다. 심벽은 기둥을 세우고 위아래에 인방을 놓은 면 내에 벽재를 설치한 벽이다. 심벽을 이루는 기둥은 건물의 주요
구조재이자벽을이루는중요한구조재이다.

외바탕에 진흙 반죽을 먼저 눌외에 달라붙도록 치는데 이것을 홑벽치기라 하고, 홑벽이 건조하는 것을 보아서 그 뒷면에 진흙을 치는데, 이것을 맞벽치기라고 한다. 홑벽
치기와 맞벽치기의 공정을 합해서 초벽치기라고 한다. 다음에 긴 지푸라기나 삼줄을 초벽 바탕에 묻어 재사벽을 발라 갈라지지 않게 하고 재벽을 바르기 위한 고름질을
한다. 고름질이끝나면적당히건조된다음재벽을평탄하게바르고, 재벽이 건조된후에회반죽이나회사벽등으로정벌을바른다.

02

01

사진 3 판벽사진 2 심벽

사진 5 갑창사진 4 사랑채 머름대

머 름
(H=28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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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며, 머름동자의 크기는 88×135mm, 머름중방

은 124mm 정도, 머름착고 두께(T)는 22~24mm 정도 사

용하 다<사진4>. 

또한열환경측면에서갑창을설치하 는데갑창은겨

울철 방한을 위해 장지문 안에 겹으로 들이는 창을 말하

는 것으로 사랑채의 웃방과 아랫방에 사용되었는데 2짝

미서기로 올거미는 38~39×21mm 정도, 살은 181~9×

21mm 정도를 사용하 다. 안쪽에 창호지를 발랐으며,

두겁닫이가설치되어있다.

2) 자연재료 이용

목재의이용은건축물대부분에서가장많이사용되는

재료로서좋은재목을사용해야튼튼하고오래가는집을

지을수있다. 재목중에서가장적합한것은소나무로서

적송은 더욱 질이 좋으나 수급이 용이하지 않다는 단점

이 있다. 또한 주택을 짓기 위해 산림을 훼손하는 것은

환경친화적 측면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환경을 훼손시키

는경우이므로간벌재를이용하는것이바람직하며비록

수급은부족할수있어도환경을보존하면서도자연재료

를활용하는방안이대안이될수있다. 

관가정에서 사용된 목재는 소나무로 기둥, 공포, 목조

가구(木造架構), 창문, 수장재, 천장, 지붕, 마루, 난간 등

거의 사용되지 않은 곳이 없을 만큼 건축재료의 대부분

을목재가차지하고있는바이것자체만으로도환경친화

적주거지라할수있다.

석재를 사용한 곳은 관가정 대문인 사주를 들어서면

나타나는 높은 기단의 재료로서 막돌허튼층쌓기 기단으

로 비교적 양호한 상태이며, 외부면은 평평하게 일부 다

듬고, 강회를 사용하여 줄눈 마감하 다<사진 6>. 또한

초석에 사용된 석재는 자연석 덤벙주초를 사용하 으

며, 주초석은 총 48개를 사용하 다<사진 7>. 상태는 양

호하며 상부면이 노출된 주초석 높이는 가장 높은 것이

374mm, 가장 긴 폭이 922mm, 짧은 폭이 388mm 정도이

다. 관가정뒤편과좌측편에있는석축은모두막돌로쌓

았으며, 관가정 뒤편의 석축은 바른층쌓기이고, 좌측편

은허튼층쌓기로되어있다.

흙재료는 전통공간에 광범위하게 사용된 재료로 흙은

열 용량이 크고 공기를 통하게 함으로써 내·외를 하나

의 생태계에 담아내는 역할을 하며, 순수한 흙만 사용한

것, 흙과돌(자연석)을혼합하여사용하는등복합적으로

조합해서 사용된 경우가 많다. 담장의 경우도 외곽담의

경우 돌박이토담 으로 되어 있으며, 당시에 사용이 극03

토담을 쌓는 방법-석축이 쌓기는 쉬우나 토담을 단단히 잘 쌓은 것만 같지 못하다. 담장 칠 가장자리에 기초를 한 후, 흙을 단단히 다져가면서 두두룩하게 둔턱을 이루어
마치 지붕의 마루를 형성하듯 한다. 물이 이긴 진흙으로 담을 치려면 여물을 섞어 이겨야 한다. 두께를 두 자(60cm정도)로 하고 방아찧어 쌓아올리되 그 높이를 3~4치
(약 12cm)정도에서 일단 끝내야 하는데 그래야 빨리 마른다. 건 듯 마르기를 기다려 이도( 刀)로써 깍아내어 앞뒷면을 말끔하게 가심한다. 이때에 거칠게 하지 않아야 일
어나지 않고 무너지지 않으며 켜가 일지 않는다. 마른 뒤에 거푸집을 올리고 다시 같은 방식으로 벽을 친다. 벽의 높이가 자기몸의 반 높이에 이르면 잡목으로 서까래를
걸고기와를이어지붕을만든다. 그리고 담장을오래보존하는방법으로는담장바짝안팍으로잔디를심어나무가나지않게하여스며드는물기를막고, 담장에서 떨어
진자리에작은키의생울을심어담으로아이들의손이미치지못하게한다면담장의수명은길어진다[신 훈(1993) 한국의 살림집(상), 열화당미술선서, P.378.].

03

사진 7 안채 초석사진 6 정면 기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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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남향으로 건축물이 배치되어(사진) 환경보전적 측면에서 합리적인

배치를 보임

정남향이 겨울철 최대일사량 취득측면에서 유리하나 여름철 차양을

하지 않으면 과열현상을 일으키는 단점을 보완한 배치

겨울철 보온효과를 위해 사랑방에 이중창 구조

- 미닫이창과 여닫이창의 이중창 설치

난방구조는 온돌구조, 벽재료는 목재 + 흙을 혼합, 대청, 광 등 사람이

기거하지 않는 곳은 목재를 주재료로 하여 흙과 함께 사용

사랑채의 머름대 : 온기유출 방지(사진)

대문간-안마당-안대청으로 바람의 통풍이 가능하도록 구조적 배치

사랑대청 누마루의 들어열개 창으로 공기유입, 유출이 가능

안대청이 단일공간으로 안채면적에서 가장 큰 면적 차지(38%)하며,

두번째로사랑대청, 안방대청등으로방보다대청면적이차지하는면적이

높아 통풍, 환기 등 자연에너지 활용적 측면에서 유리

수직적 구조 : 벽채(흙벽), 담장(자연석 + 흙)

수평적 구조 : 마당재료, 방바닥(온돌축조)

흙재료와 함께 가장 많이 사용됨

기단부의 자연석 쌓기(허튼층 쌓기)

온돌구조의 구들장, 담장의 자연석 사용

기둥초석 : 자연석 기둥을 그랭이질 하여 덤벙주초

괴석을 두어 의경미 추구(사랑채와 행랑채 앞)

참느릅나무, 향나무, 배롱나무, 다릅나무, 소나무, 팽나무, 잣나무, 산죽

나무 식재

일사/일조

열환경

통풍/환기

흙재료

목재

석재

수목

자연에너지

활용측면

자연재료

이용측면

표 2 자원 보전적 측면 종합

항목 인자 유형(형태) 기법특성

N

EW

S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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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절제된강회가기단부에사용되었는데이는보수하면

서후대에사용된재료로보인다.

현재 관가정에 있는 수목 은 참느릅나무, 향나무, 배

롱나무, 다릅나무, 소나무, 팽나무, 잣나무 로서 조성 당

시의 문헌상에 나타난 회화나무, 은행나무 등은 보이지

않고있다. 또한수목과더불어괴석을두어의경미를추

구하는가주(家主)의작정관을엿볼수있다.

3. 공간 구성적 측면 분석

관가정은높은구릉지에입지하고있고담장이둘러져

있어 진입자가 대문을 들어서기 전에는 관가정의 정면

전체를 볼 수 없는 공간 구성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대

문을 오르는 계단 앞에 서면 대문과 관가정 사랑채 지붕

선이 인지된다. 이러한 시각구조는 하단에서 대문을 거

의 다 오를 때까지 같은 시각구조로 유지되는데 계단을

오르는 경사각과 담의 높이가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그림5>. 

구릉지를 대지로 삼았기 때문에 정면에 높은 기단을

04

수목에도 상징성이 있어 회화나무는 예전부터 훌륭한 가문을 상징하는 나무로 집 주변에 심었으며 집안에 심으면 큰 학자가 배출되고, 대문 옆에 심으면 잡귀를 막는다는
얘기가있다. 또한 배롱나무는양화소록의화목구등품의 6품에해당하며꽃이백일동안핀다하여붙여진이름으로 속적인‘부귀’를상징한다. 

04

항목 세부내용

위 치
양동마을 전면에 위치한 물봉언덕으로 조망이 유리한 위치·마을입구에서 시각적으로 가장 먼저 인지되는 자리

로 집의 위상을 세우는데 유리한 위치

기등열의 간격은 매스내의 주요 실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며 전체배치에서는 대지에 따라 조절→경사지에 위치

하여 앞뒤로 좁고 좌우로 긴 형태
평면의 실 구성

안대청 수직요소 → 마당의 크기에 따라 조절(적정한 공간감)

평면에서 기둥열 배치의 중요성 → 경제력, 실의 기능, 대지현황, 마당의 공간감 등의 복합적으로 작용

수직조절

수평기단 위에 일체화된 목구조를 구성, 상부가구를 간략히 하여 소박하고 절제된 구조미 → 몸채부의 지붕크기

줄이고 수평기단에서 마당과 같은 레벨에 놓여짐으로서, 좁은 안마당에서 안대청이 위압감을 주지 않게 되고 전

체적으로 매우 완결된 형태

입면조절
마을아래서만 정면 전체조망 가능 → 높은기단 이용하여 시각적 차폐방지

벽면에서 보여지는 규칙성 → 공간과 형태, 구조적 질서

강한 중심축 → 정면에서 엄숙하고 의례적인 성격

강한 중심축 형성
중심축상의 이동에서 계단, 처마선, 집의 높이, 마당의 깊이 등의 수직, 수평의 입체적 공간조절을 통해 방문자

의 앙시각을 조절 → 순차적 공간전개

순차적 공간전개 → 수직, 수평의 입체적 공간조절

표 3 공간조절방법

그림 5 공간전개에 따른 앙시각

E.L

사주문 안마당 안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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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들면안채와사랑채의단차를줄일수있고, 따라서안

마당을 중심으로 동선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다. 전면

의 기단은 막돌 허튼층쌓기 로 하 는데 아래 부분에

큰돌을 쓰고, 위로 갈수록 조금씩 작은 돌을 쌓았다. 이

러한 구축방법은 시각적으로 안정감을 주는 중요한 역

할을하게된다. 만약같은대지조건에서전면의기단높

이를 낮게 할 경우 안채와의 단차가 심해 내부에서 동선

상의 불편을 초래했을 것이다. 전면의 기단은 이러한 기

능성을고려한결과로만들어졌다.

공간조절방법으로는평면의실구성에있어기둥열의

간격은 매스내의 주요 실의 크기에 의해 결정되며 전체

배치에서는 대지에 따라 조절하여 경사지에 위치하여

앞뒤로 좁고 좌우로 긴 형태임을 알 수 있다. 안대청의

수직요소는 마당의 크기에 따라 조절하여 적정한 공간

감을 느낄 수 있다. 수직조절은 수평기단 위에 일체화

된 목구조를 구성, 상부가구를 간략히 하여 소박하고

절제된 구조미를 통해 몸체부의 지붕크기를 줄이고 수

평기단에서 마당과 같은 레벨에 놓음으로써 좁은 안마

당에서 안대청이 위압감을 주지 않게 되고 전체적으로

매우 완결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또한, 강한 중심축을

형성하여 정면에서 엄숙하고 의례적인 성격을 부여하

으며, 중심축상의 이동에서 계단, 처마선, 집의 높이,

마당의 깊이 등을 통해 방문자의 앙시각을 조절하여

수직, 수평의 입체적 공간조절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

었다<표 3>. 

관가정은 이와 같은 공간조절기법을 통해서 기존의

대지위에서 최대한의 인간적 스케일을 배려하고 주변

지역으로의 조망확보, 기존지형의 최대한 활용 등 환경

친화성을고려한다양한기법들이이용되고있었다.

결론

전통주거공간에서의 환경친화적 기법들은 시대적 상

황과목적에부합하고이용자의이용행태에맞게개발되

고 발전된 것으로 사상적 측면(풍수지리적 입지선택 등)

이 강하게 작용하여 물리적 형태로 나타난 산물이라고

할수있다.

본 연구는 전통주거공간 속에서 환경친화적인 설계기

법과 원칙 및 원리를 파악하여 그 원칙들을 재정립하고

환경친화적 기법속에 물리적 형태뿐만 아니라 전통공간

속에내재하는구성원리등을환경친화적이해의바탕위

에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수행되

었으며, 그결과는다음과같다. 

입지적측면에서는두주택모두좌향적인측면에서는

남동향을 취하여 일사 및 일조의 환경조절 측면을 고려

하여 배치하 으며, 지형의 변형을 최소화하는 건물축

조기법으로조성을하 다.

자원보전적측면에서는열환경조절을위해이중창구

조와 머름대를 통해 온기유출을 방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통풍과 환기를 위해 건축물의 벽체를 판벽과

심벽 두가지로 구분하고 대문간-안마당-안대청으로 바

람의통풍이가능하도록구조적으로배치하고있음을알

수있었다.

공간구성적 측면에서는 평면의 실구성, 수직조절, 입

면조절, 강한 중심축 형성 등의 공간조절기법을 활용하

여 기존의 대지위에서 최대한의 인간적 스케일을 배려

하고 주변지역으로의 조망확보, 기존지형의 최대한 활

용 등 환경친화성을 고려한 다양한 기법들이 이용되고

있었다.

05

돌을 사용하여 벽을 축조하는 일을 돌쌓기라 하는데 성벽, 축대, 다리, 기단 등을 마련할 때 반드시 필요하다. 돌쌓기는 돌의 형태와 쌓는 방법 즉, 우선 돌의 접합부분인
줄눈을 어떻게 연결하 는가, 막돌을 사용하 는가, 다듬돌을 사용하 는가에 따라 다양한 명칭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돌을 수평 한 줄로 이어 쌓는 것을 켜라 하는데 일
직선으로 연속되게 쌓는 것을 바른층쌓기라하며 그렇지 않은 것을 허튼층쌓기라 한다. 또한 돌의 생김새에 따라 쌓는 것을 바른층 쌓기라 하며 그렇지 않은 것을 허튼층
쌓기라한다.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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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건축 및 전통공간에 있어서의 환경친화적 기법

및 조절원리는 오랜 시간동안 경험에 의해 발전되었으

며 지역기후와 지역환경에 적합한 많은 전통적인 기법

들로 개발되었다. 이러한 기법들을 추출하여 환경적 타

당성, 사회문화적타당성, 경제적타당성을달성할수있

고 기술적으로 가능하게 발전시키는 일은 지구환경과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고 보다 쾌적한 인간의 생활환경

을 창출해 낸다는 의미에서 중요하고 그 의미도 크다고

생각한다.

전통주거공간에서 활용된 환경친화적 기법은 자연환

경을적절히이용함으로써에너지의소비를줄이고환경

오염을 줄이며 외부공간의 쾌적성을 향상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조경가의 형태 창조에 자극을 주며 조경설계

과정에서공간의형태, 방위, 인접공간과의관계등을고

려하여공간을다양하게창조하는데도움을줄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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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traditional living space to reflect the environment-friendly design methods and
principles of reestablishment. To do so, this study carried on a related literature study and field survey. The traditional
living space  in terms of the environmental friendliness is reflected on site selection and space composition, and
utilization of natural energy and natural materials. Focused on the  Kwangajeong in Yangdong Village, this study is to
identify eco-friendly techniques on the traditional living space.  

As a result, it shows that Kwangajeong with the side of the southeast in site selection had been considered in aspect
of environmental control such as sunshine and solar radiation. Also building construction techniques had been used to
minimize the variation of terrain. In aspect of environmental conservation, Kwangajeong had structurally arranged the
gate, an inner yard and an inner floor to allow good ventilation. In aspect of space composition, Kwangajeong with the
emphasis of scenic view had utilized the methods that attract external landscape through the control of its fences.

Environment-friendly techniques and control principles in traditional space had been developed by a long
experience through the long periods and the traditional techniques  suitable for local climate and local environment
have been developed. The technical development of these techniques to resolve the global environmental and energy
issues and create a more pleasant living environment of human beings might be crit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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