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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경기법을 통한 전통공간에서의 감성특성 연구*

A Study on the Emotional Characteristic of Traditional Space through Borrowed Landsca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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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mployed the Semantic Differential(SD) technique for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borrowed landscape

—the so-called interaction of landscape between space and nature—in traditional Korean space against the

cultural backdrop of confucian ideology. Its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study conducted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borrowed landscape between Sarangchae(Men's quarters)

and Anchae(Women's quarters) and between Soteuldaemun(A lofty gate) and Sadangdaemun(A gate to an

ancestral shrine), using the SD technique. Consequently, their marked distinction in the borrowed landscape were

found to illustrate the influence of confucian ideology over spatial composition.

Second, both the garden and the sky of Sarangchae appeared more open and dynamic, and soft, and

comfortable, and warm compared to Anchae. Also, Soteuldaemun looked more open and dynamic than

Sadangdaemun. In conclusion, traditional Korean space applies a monistic view of the world to nature and human

beings, thereby embodying a philosophical and aesthetic space where humans enjoy their life in harmony with

nature while playing with the landscape in a traditional sp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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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서양의 지배적 이원론적 세계관은 인간을 존재전체의

주인으로 인식하여 자연을 지배하고 극복하는 우주중심

으로 생각하여 왔으나, 20세기 후반에 들어 자연과 환경

에 대한 위기의식은 인간도 자연의 일부라는 일원론적

세계관으로의 전환을 가져왔다. 이런 변환은 건축과 인

간, 마음과 몸, 시간과 공간 등을 구별되는 존재로 보지

않고 존재와 현상들을 새로운 의미에서 파악하고 접근하

려는 연구들로 진화하고 있다.

한국의 전통공간은 자연과 통합을 이루는 일원적 공

간인 동시에 공간을 통해 인간에게 자연의 원리와 이치

를 느끼고 일깨워주는 다원적 공간이다. 따라서 전통공

간에서 인간은 자연을 단순히 바라다보는 대상으로만이

아니라, 몸을 통해 세상과 통하는 신체-주관의 현상을

획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신체의 중심성은 메를로-퐁티


 * 이 논문은 2012년도 호서대학교의 재원으로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과제번호: 20120206)

(Maurice Merleau-Ponty)가 주장하는 현상학1)을 통해

구체적으로 설명되고 있다.

건축은 본질적으로 자연의 확장이다. 자연을 인간이

만든 영역으로 확장하면서 세계를 경험하고 이해하기 위

한 지평과 지각의 근거를 제공한다.2) 본 연구는 자연경

관을 공간으로 끌어들여 이를 즐기는 우리나라의 독창적

풍경작용 중 차경기법을 통해 공간에서 감성이 어떻게

실증적으로 나타나는가를 연구하는 것이 그 목적이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차경(借景)을 공간디자인의 기법으로 고찰한 배미경

(2003), 이영미, 천득염(2007), 한명식(2008), 한지애(2012)

등의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차경을 통한 연구방법과 이론

1) 메를로-퐁티(Maurice Merleau-Ponty)는 현상학의 개념을 “본질을

존재의 자리에 다시 놓아두는 철학, 인간과 세계에 대한 이해는 그

들의 ‘사실성’에서 출발함으로써만 획득될 수 있다고 믿는 철학이

다.... 현상학은 실천으로 존재하며, 사고의 방식 또는 유형으로 인

지되고, 완전한 철학적 의식에 도달하기 전에는 다만 운동으로 존

재한다.”라고 설명한다. 메를로-퐁티, 지각의 현상학, 문학과 지성

사, pp.13-14

2) Juhani Pallasmaa, 건축과 감각, 시공문화사, 2013, p.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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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계를 모색하였으며, 이론적 연구와 병행하여 실증적

연구를 위해 조선시대 전통주거공간의 대표적 사례인

‘추사고택’을 대상으로 하여 조사하고 분석하여 공간특성

을 파악하였다.

연구방법으로는 한국 전통공간의 특화된 공간연출기법

인 자연을 시각적 대상물화 시키는 풍경작용 중 차경을

통해 나타난 시각적구조의 특성을 살핀다. 특히 유교사

상에 의해 나타난 독특한 이원적 구조 즉, 사랑채와 안

채에서의 방, 마루, 하늘 등의 경관비교, 솟을대문과 사

당대문의 경관비교를 감성분석법(SD)을 통해 실험 분석

하였다.

2. 차경의 개념과 감성

2.1. 차경의 개념

(1) 차경의 정의와 원리

차경3)의 유래는 중국 명나라시대 조원가인 계성(計成,

1582-?)의 정원 이론서에 [원야(園冶)]에서 ‘원림을 조영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夫借景, 林園之最要者也.

<借景>]’ 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차(借)는 원림의 경관을

이루는 방법을 의미하므로 곧 차경을 가리킨다. 흥조론

(興造論)에서 ‘인지차경(因地借景)’을 언급하고 있는데,

여기서 ‘차(借)’는 “원림이 비록 안과 밖의 구별이 있기

는 하지만 좋은 풍경을 취할 수 만 있다면 원근에 얽매

임 없이 맑게 개인 산봉우리는 허공중에 빼어나게 솟도

록 만들고, 예스런 사찰은 반공중에 잦아있게 만드는 것

을 말한다. 무릇 눈이 닿는 모든 곳에서 속된 것은 버리

고 아름다운 것을 흡수하여 받아들인다.

<그림 1> 차경의 원리

그리고 논밭까지도 제외함이 없이 모두 아름다운 풍경

으로 편입시킨다. 이것이 이른바 ‘교묘하게 체(體)를 얻었

3) 차경은 영어로 ‘borrowed view’(Jellicoe. G. et al., The Oxford

Companion to Gardens,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91,

p.63) 또는 ‘view borrowing'(中國大百科全書 建築園林城市規劃,

1998, p.269. : 張家驥, 中國造園論, 太原: 山西人民出版社, 1991,

p.129) 등과 같이 번역되는데 Hardie는 ‘making use of natural

scenery [자연 경치의 이용]’로 번역하였다.(Ji Cheng, 1634, p.119)

이유직, 園冶에 나타난 計成의 園林造營理論 연구, 韓國造景學會誌

Vol.25 No.2, 1997, p.128. 주석 재인용

다[교이득체(巧而得體)]는 것이다”4)라고 설명하고 있다.

차경의 원리는 3차원의 공간에서 2차원의 장면 경관을

획득하는 것이며, 3차원과 2차원의 영역을 분리하는 단

절도구에 의해 거리감의 상실로 요약된다.5) 즉 차경은

경관에 의해 어떤 추상적 의미를 얻는 것으로서, 서양

건축에서의 시각구성 개념인 ‘창문내기’적 [fenestration]

이 아니라, 동양적 ‘내적질서’적인 관점으로 이루어지는

[vista]로 풍경의 일부분을 프레임 형태로 담는 방식6)을

말한다.

차경의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진의 프레임처럼 실내

공간에서 외부로 열린 창이나 문 등과 같은 공간 경계부

를 확장하거나, 도구와 요소를 사용, 조작하여 차경기법

이 성립될 수 있는 장면을 연출하면 차경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2) 차경의 유형

구분 유형 기법 도해

공간

거리

원차

(遠借)
먼 곳의 경관을 차경

인차

(隣借)

가까운 곳의 경관을

차경

위치

앙차

(仰借)
높은 곳의 경관을 차경

부차

(俯借)
낮은 곳의 경관을 차경

시간 응시이차
(應時而借)

시간과 움직임에 따라

경관을 차경

<표 1> 차경의 유형

원차(遠借)는 먼 곳의 경물을 차경하는 것을 말하고

인차(隣借)는 가까운 곳의 경물에 대한 차경으로서 공간

상의 거리가 관점이다. 앙차(仰借)는 높은 곳의 경물을

차경하는 것, 부차(俯借)는 반대로 낮은 곳에서의 경물을

차경하는 것을 뜻하며 공간상의 시각방향에 따라 구분된

다. 일반적으로 하늘에 떠가는 구름, 산위의 보탑, 공중

에 날고 있는 새 등은 모두 앙차이고, 연못가에 노니는

물고기를 감상하거나 산에서 먼 풍경을 바라보는 것 등

은 부차다. 응시이차(應時而借)는 말 그대로 그때그때 처

한 상황에 따라서 편리한 대로 차경하는 것이다.7) 원차,

인차는 공간적 접근으로 경물의 멀고 가까움 즉, 거리에

관한 구분이고, 앙차, 부차도 공간적 접근으로 높고 낮음

4) 계성, 원야(園冶), 예경, 1993, pp.40-43

5) 배미경, 차경 기법에 관한 실증적 연구, 동아대학교 석론, 2003,

p.18

6) Ibid., vista(폐쇄시각), 엄붕훈의 Establishment of Design Concepts

in Garden Design 재인용

7) Ibid., pp.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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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추사고택 공간구성

즉, 위치에 따른 구분이다. 그러나 응시이차는 공간적인

것이 아니라 시간과 움직임에 관한 구분으로, 봄, 여름,

가을, 겨울 등과 같은 4계절의 변화나 일출과 일몰과 같

은 일상의 변화, 또 저 먼 하늘에 흘러가는 뭉게구름, 유

유히 흐르는 물,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잎, 피부를 스치는

바람 등과 같은 감각을 자극하는 찰나적, 감성적인 것들

이라고 할 수 있다.

2.2. 감성의 개념과 방법

감성이란 인간의 내면적 심리작용으로, 특히 건축에서

는 인간이 공간을 통해 자연(환경)을 감상할 때 생기는

느낌이나 감정이라고 할 수 있다. 감성분석방법은 상당

히 광범위하고 다양한데, 심리학, 인지과학, 경험미학 등

학문의 제 분야와 관련하며, 인간의 감각기관을 통하여

몸으로 들어온 자료를 수집, 분석하여 이를 제 분야에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감성분

석방법의 생리학적, 심리학적 분석방법 중 심리학적 언

어측정방법인 SD법(Semantic Differential scale metho

d)8)을 사용하였다.

3. 사상과 시각구조 분석

추사고택의 특징 중 하나인 사랑채와 안채의 뚜렷한

구분은 전통주거의 형성 요인 중 자연적 환경요인 보다

는 사회문화적 환경요인 중 유교사상이 영향이 깊이 작

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조선시대 국가적 차원

에서 숭상되었고 가정생활에 까지 깊은 영향을 미쳤다.

3.1. 유교사상

(1) 가묘제

가묘제는 적어도 중인 계급 이상에서는 별동(別棟)으

로 사당을 건축하고 신위(神位)를 모시게 되었다. 이로써

조선시대의 주택건축에는 사당이라는 제사공간이 생기게

되어 공간구성에 한 특색을 더하게 되었다.9) 사당은 조

상의 위패를 모시는 공간으로 가장 윗부분에 배치되었

고, 가장 신성한 장소로 자리하고 있다.

(2) 남녀유별사상

주택건축에서 크게는 안채와 사랑채를 별동(別棟)으로

두어 남녀를 격리시켰고, 작게는 안방과 사랑방, 내측(內

廁)과 외측(外廁)을 두게 되었다.10) 삼강오륜의 부부유별

(夫婦有別)처럼 남녀는 구별이 있어야한다는 관습은 공

8) 의미분별 척도법, 1957년 심리학자 오스굳(Osgood)에 의해 개발된

어휘평가방법이다. 대상이 인간에게 미치는 의미를 측정하기 위해

어휘의 의미공간(Semantic Space)에서 원점을 중심으로 반대가 되

는 형용사들을 비율척도(Rating Scale)로 측정한다. 한국실내디자

인학회(오영근 외 9인), 이성 그 너머의 감성공간디자인, p.65 참조

9)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p.60

10) Ibid., p.61

간에서도 적용되어 분리시키고 있다.

3.2. 추사고택의 시각구조 분석

추사고택의 공간구성은 크게 솟을 대문을 이어 문간채

가 있고 다음으로 사랑채, 안채, 사당채의 구조로 배치되

어 있다. 사랑채는 개방적인 남성공간으로 비대칭적인

‘ㄱ’자형이고, 안채는 폐쇄적인 여성공간으로 대칭적인

‘ㅁ’자형이다. 안채 뒤편에는 사당채가 가장 높은 곳에

위치해 있다.

시각구조는 건축공간과 자연이 이루어내는 독특한 공

간미학인 풍경작용을 들 수 있다. 한옥의 풍경작용은 주

변을 관조(觀照)의 입장으로 대한 결과이다. 이것은 주체

인 사람과 대상인 주변을 대하는 입장, 즉 주체와 대상

사이의 관계의 문제이다.11)

외부에서 솟을대문을 보면 집안의 사당마당과 사랑채

가 아련히 들어온다. 특히 솟을 대문의 문이 열린 시각

프레임을 통해 강한대비를 이루면서 차경이 이루어진다.

사랑채 마루에 앉아 마당을 보면 서까래와 기둥의 시각

프레임이 개방적 경관과 차경을 만들며, 시선을 하늘로

들어 올려 보면 ‘ㄱ’자형 지붕선 프레임이 아름다운 하늘

과 차경을 만든다. 이는 가부장적 집주인의 사회적 지위

와 활동과도 관계가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사랑방문

의 프레임을 통한 사랑방의 구조와 대청의 공간도 풍경

작용으로 공간의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있다.

안채로 진입하기 위해 문

의 프레임을 통해 안채를 보

면, 사랑채의 공간이 답답할

정도로 폐쇄적으로 다가오

며, 상부 수평적 지붕선과

대비된 하늘이 차경을 만든

다. 이는 집을 통해 자신을

바라다보는 일종의 풍경작용

이다. 또한 안방문의 프레임

을 통한 안방의 구조와 대청

의 공간도 풍경작용으로 공

간의 아름다움을 찾아볼 수

있다. 안채에서 풍경작용 중

가장 아름다운 곳은 대청에

서 ‘ㅁ’자형 지붕 선으로 담

은 하늘과 구름이 보이는 차경이다.

안채를 돌아서면 조상신을 모신 사당채가 시야에 들어

온다. 외부공간에서 내부공간을 볼 수 있는 솟을대문이

인간이 통행하는 경계프레임이라면, 내부공간에서 하늘

공간으로 연결되는 사당대문은 조상신이 드나드는 경계

프레임이라고 할 수 있다.

11) 임석재, 나는 한옥에서 풍경놀이를 즐긴다, 한길사, 2009. p.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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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간구분 시점 사진 시각 프레임 시야의 넓이․높이

사랑채

A-1

A-2

안채

B-1

B-2

솟을대문 C-1

사당대문 D-1

<표 2> 추사고택 시각구조 분석

4. 감성실험 및 평가분석

실험설문지 제작과정 및 실험방법은 <표 3>과 같다.

실험 단계 내용

1
감성어휘

수집

감성어휘 수집 관련 서적 및 논문을 통해 추출

예비설문조사 41명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형용사 어휘 추출

2 예비실험 예비실험
26명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추사고택’에서의 감

성평가 실험

3 본 실험 감성평가 56명의 학부생을 대상으로 감성평가 실험

4 결과분석

통계

분석SD법,

기본통계

SD법의 남·여 공간과 ‘솟을대문, 사당대문’에 따

른 감성어휘(형용사)평가 결과를 비교 분석하기

위해 주성분 분석과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실

험의 타당성을 검증 하였다.

<표 3> 실험 진행 과정

4.1. 감성어휘 수집

감성평가에 사용할 설문지 작성을 위해 전통관련 서

적12) 및 논문 21편에서 417개의 어휘를 수집하였으며,

학부생 41명을 대상으로 실험 대상지인 “추사고택”의 사

1 2 3 4 5 6 7

1 개방적이다 폐쇄적이다

2 부드럽다 딱딱하다

3 편안하다 불편하다

4 섬세하다 둔하다

5 따뜻하다 차갑다

6 아름답다 추하다

7 소박하다 화려하다

8 단순하다 복잡하다

9 정겹다 냉정하다

10 동적이다 정적이다

<표 4> 감성평가어휘

12) 서적은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와 [김석환, 한국 전통건축의

좋은 느낌, 기문당]이 있으며, 논문으로는 [오인욱, 한국의 현대 실

내공간에 나타난 한국적 조형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

회논문집 제13권 5호 통권46호, 2004] 외 20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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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을 보여주고 자유연상을 통해 361개의 어휘를 수집하

였다. 이중 중복된 의미의 어휘 삭제를 통해 25개의 어

휘를 추출한 후 유의도 평가를 통하여 최종 10개의 감성

어휘를 선정하였다. 최종 선정된 감성어휘는 반대의미의

형용사를 두고 7점 척도를 이용하여 평가에 사용하였다.

4.2. 예비실험 및 감성평가 결과

(1) 예비실험 절차 및 방법

예비실험을 시행함에 있어 첫 번째로, 대상지의 도면

을 습득 후, 대상지별 구성요소를 조사하여 분석한 후,

<표 5>와 같이 사랑채와 안채에서 시각적 환경 요소에

따른 지점 각 3개씩 선정하여 감성평가를 시행하였다.

감성평가를 위해 2012년 11월 16일(pm 14:00-pm

17:00)부터 11월 17일(pm 14:00-pm 17:00) 2일간 2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험의 취지를 설명한 후 비교사진을

보여주며 설문을 실시하였다.

공간 구분 실험사진 실험사진

마당

분류 번호 A-1 B-1

하늘

분류 번호 A-2 B-2

대문

분류 번호 A-3 B-3

<표 5> 실험사진 대비군

(2) 예비실험 감성평가 결과

<그림 2>는 예비 실험의 7점 척도를 이용한 감성평가

<그림 2> 예비실험 감성평가 그래프

결과이다. 대상지 A가 대상지 B에 비해 ‘섬세하다’와 ‘소

박하다’를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감성어휘 평균도가 높게

나타나 두 대상지간의 감성어휘의 치수가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분석결과 대상지A의

평균값은 4.8, 대상지B의 평균값은 3.6으로 두 대상지 간

의 비교가 유효하다고 할 수 있겠다.

4.3. 본 실험 분석 및 결과

예비실험에서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2013년 3월 30일

(pm 12:00-pm 17:00)부터 2013년 3월 31일(pm 12:00-

pm 17:00) 2일간 56명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본 실험을

진행하였다.

<표 6>은 본 실험의 7점 척도를 이용한 감성평가 결

과이다. 대상지 A는 4.8의 평균값이 나왔으며, 대상지 B

는 3.6의 평균값 확인을 통해, 두 대상지 간의 비교가 유

효하다고 할 수 있겠다.

대상지

사
랑
마
당

안
마
당

사
랑
채
하
늘

안
채
하
늘

솟
을
대
문

사
당
대
문

A B A B A B

개방적이다 6.3 2.1 6.2 2.7 5.8 2.0

부드럽다 4.6 3.0 5.1 3.5 4.4 3.0

편안하다 5.1 3.8 5.3 3.9 4.8 3.0

섬세하다 4.1 4.7 3.9 4.6 4.8 3.9

따뜻하다 4.8 4.0 4.5 4.1 4.7 3.4

아름답다 5.3 4.7 5.1 4.9 5.4 3.8

소박하다 3.8 4.6 4.4 4.0 3.4 4.5

단순하다 4.7 3.7 5.2 3.4 4.2 3.9

정겹다 5.0 4.0 4.9 4.1 4.7 3.5

동적이다 5.0 2.8 4.7 3.0 5.1 2.7

평균 값 4.9 3.7 4.9 3.8 4.7 3.4

<표 6> 변수들의 평균 값

4.4. 통계학적 감성 평가 분석

실험 대상지에서의 감성을 추출해 보기 위해 SD

(Semantic Differential) 법을 사용하였으며, 본 평가가

연구의 목적과 방법에 맞는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신뢰

도 검증(Reliability Analysis), 주성분 분석(Principle

Component Analysis), 대응표본 T-검정을 실시하였다.

(1) 신뢰도 분석

<표 7>은 추사고택 사랑채, 안채, 대문의 공간감성평

가 측정항목들의 신뢰도 분석 결과이다. 일반적으로

Cronbach's 알파 계수의 신뢰도가 0.6 이상이면 실험의

측정항목으로 수용할 만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감성평가 측정항목의 전체 평균 신뢰도는 사랑채의 평

균값(0.689), 안채의 평균값은(0.678), 솟을대문의 평균값

(0.659), 사당대문의 평균값(0.668)으로써, 비교적 높은 신

뢰도 계수로 결과를 도출하는데 적절한 측정 항목임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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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항목

항목이 삭제된

경우

Cronbach 알파

Cronbach의

알파

전체

신뢰도

사랑채

마당

개방적이다 .702

.692

.689

부드럽다 .644

편안하다 .640

섬세하다 .625

따뜻하다 .642

아름답다 .626

소박하다 .704

단순하다 .736

정겹다 .622

동적이다 .714

하늘

개방적이다 .684

.686

부드럽다 .651

편안하다 .649

섬세하다 .687

따뜻하다 .622

아름답다 .654

소박하다 .653

단순하다 .647

정겹다 .634

동적이다 .733

안채

마당

개방적이다 .715

.713

.678

부드럽다 .655

편안하다 .624

섬세하다 .681

따뜻하다 .625

아름답다 .697

소박하다 .747

단순하다 .744

정겹다 .654

동적이다 .721

하늘

개방적이다 .599

.644

부드럽다 .553

편안하다 .568

섬세하다 .656

따뜻하다 .609

아름답다 .613

소박하다 .678

단순하다 .647

정겹다 .593

동적이다 .649

솟을대문

개방적이다 .655

.687

부드럽다 .588

편안하다 .639

섬세하다 .644

따뜻하다 .620

아름답다 .650

소박하다 .755

단순하다 .737

정겹다 .656

동적이다 .645

사당대문

개방적이다 .662

.701

부드럽다 .605

편안하다 .598

섬세하다 .664

따뜻하다 .645

아름답다 .655

소박하다 .785

단순하다 .791

정겹다 .611

동적이다 .660

<표 7> 신뢰도 분석

(2) 주성분 분석

주성분 분석을 시행하여 대상지별 각 변수의 공통성을

분석한 결과는 <표 8> 공통성(Community)과 같다. 10

개의 항목변수 100개의 분석 결과 중 사당대문의 개방적

이다(0.468), 동적이다(0.403)의 값이 0.5 이상의 값을 갖

지 못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시각적 환경변화

에 영향을 못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기에 주성분 분석

대상에서 제외한다.

공통성(Community)

변수

사
랑
마
당

안
마
당

사
랑
채
하
늘

안
채
하
늘

솟
을
대
문

사
당
대
문

A B A B

개방적이다 .909 .862 .767 .824 .556 .468

부드럽다 .662 .699 .673 .659 .730 .775

편안하다 .635 .783 .525 .674 .696 .719

섬세하다 .648 .691 .723 .519 .777 .618

따뜻하다 .632 .730 .645 .708 .730 .622

아름답다 .696 .615 .665 .640 .732 .516

소박하다 .811 .656 .755 .799 .767 .726

단순하다 .717 .696 .743 .753 .860 .781

정겹다 .642 .859 .673 .784 .803 .732

동적이다 .863 .891 .679 .821 .637 .403

추출 방법: 주성분 분석 A-사랑채 B-안채

<표 8> 공통성(Community)

<표 9>와 같이 설명된 총 분산에서 대상지에 따른 감

성어휘의 영향과 같이 요인추출 개수를 얻기 위해 아이

겐(Eigen Value) 1을 이용하였는데 아이겐값 1이상의 값

을 가지는 요소들이 타당성이 있다.

‘사랑마당’에서는 성분 4의 값이 1.003으로, ‘안마당’에

서 성분 4의 값이 1.007로, ‘사랑채 하늘’에서는 성분 4의

값이 1.135로, ‘안채하늘’에서는 성분 4의 값이 1.062로,

‘솟을대문’에서는 성분 4의 값이 1.023으로 4가지 요인으

로 설명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사당대문’에서는 성분

2의 값이 1.466으로 2가지 요인으로 설명된다고 할 수

있다.

대상지에 따라 지점별로 분석하면, 사랑마당의 1요인

에서는 편안하다, 섬세하다, 부드럽다, 따뜻하다, 아름답

다 순으로 나타났으며, 2요인에서는 소박하다, 단순하다

가 높게 나타났으며, 3요인에서는 동적이다가 높게 나타

났으며, 4요인에서는 개방적이다가 높게 나타났다.

안마당의 1요인에서는 편안하다, 섬세하다, 따뜻하다,

부드럽다, 아름답다 순으로 나타났으며, 2요인에서는 동

적이다, 정겹다 순으로, 3요인에서는 단순하다, 소박하다

가 높게 나타났으며, 4요인에서는 개방적이다가 높게 나

타났다.

사랑채하늘의 1요인에서는 아름답다, 편안하다, 따뜻하

다, 정겹다 순으로 나타났으며, 2요인에서는 소박하다, 단

순하다 순으로, 3요인에서는 개방적이다, 부드럽다가 높

게 나타났으며, 4요인에서는 섬세하다가 높게 나타났다.

안채하늘의 1요인에서는 아름답다, 편안하다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2요인에서는 정겹다, 동적이다, 따뜻하

다 순으로, 3요인에서는 소박하다, 단순하다가 높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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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요인 항목

요인
적재량
Factor

loadings

설명된 총분산

전체(Total) 분산(%) 누적(%)

사랑마당

1요인

편안하다 .778

3.453 34.535 34.535

섬세하다 .770

부드럽다 .760

따뜻하다 .754

아름답다 .697

2요인
소박하다 .857

1.517 15.174 49.709
단순하다 .806

3요인 동적이다 .927 1.242 12.415 62.125

4요인 개방적이다 .952 1.003 10.027 72.151

안마당

1요인

편안하다 .860

3.416 34.157 34.157

섬세하다 .775

따뜻하다 .760

부드럽다 .751

아름답다 .729

2요인
동적이다 .927

1.726 17.261 51.418
정겹다 .825

3요인
단순하다 .815

1.332 13.317 64.734
소박하다 .787

4요인 개방적이다 .921 1.007 10.074 74.809

사랑채

하늘

1요인

아름답다 .781

2.980 29.802 29.802
편안하다 .683

따뜻하다 .666

정겹다 .662

2요인
소박하다 .857

1.417 14.166 43.968
단순하다 .846

3요인
개방적이다 .854

1.315 13.150 57.118
부드럽다 .720

4요인 섬세하다 .728 1.135 11.353 68.470

안채하늘

1요인
아름답다 .794

2.824 28.236 28.236
편안하다 .737

2요인

정겹다 .842

1.894 18.935 47.172동적이다 .745

따뜻하다 .619

3요인
소박하다 .889

1.399 13.993 61.165
단순하다 .777

4요인

개방적이다 .892

1.062 10.625 71.790부드럽다 .562

편안하다 .351

솟을대문

1요인

섬세하다 .439

3.667 36.671 36.671아름답다 .383

따뜻하다 .374

2요인
편안하다 .458

1.369 13.690 50.361
개방적이다 .388

3요인 정겹다 .529 1.229 12.287 62.648

4요인
단순하다 .748

1.023 10.234 72.882
정겹다 .394

사당대문
1요인

부드럽다 .857

4.893 48.932 48.932정겹다 .854

편안하다 .831

2요인 섬세하다 .651 1.466 14.661 63.593

<표 9> 주성분 분석

났으며, 4요인에서는 개방적이다, 부드럽다, 편안하다가

높게 나타났다.

솟을대문의 1요인에서는 섬세하다, 아름답다, 따뜻하다

순으로, 2요인에서는 편안하다, 개방적이다 순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3요인에서는 정겹다, 4요인에서는 단순하다,

정겹다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사당대문의 1요인에서는 부드럽다, 정겹다, 편안하다

순으로 나타났으며, 2요인에서는 섬세하다가 높게 나타

나, 대상지간의 1요인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나 2,3,4요인

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상을 분석해 보면, 사랑마당 1요인은 5개, 2요인은 2

개, 3요인은 1개, 4요인도 1개의 형용사로 구성되었으며,

총 4가지 요인(전체의 72,151%)으로 구분되어 설명할 수

있고, 안마당은 1요인 5개, 2요인 2개, 3요인 2개, 4요인

1개의 형용사로 구성되었으며, 총 4가지 요인(전체의

74.809%)으로 구분되어 설명할 수 있다. 사랑채 하늘에

서는 1요인 4개, 2요인 2개, 3요인 2개, 4요인 1개의 형

용사로 구성되었으며, 총 4가지 요인(전체의 68.470%)으

로 구분되어 설명할 수 있고, 안채하늘의 1요인 2개, 2요

인 3개, 3요인 2개, 4요인 3개의 형용사로 구성되어 있으

며, 총 4가지 요인(전체의 71.790%)으로 구분되어 설명

할 수 있다. 솟을대문에서는 1요인 3개, 2요인 2개, 3요

인 1개, 4요인 2개의 형용사로 구성되었으며, 총 4가지

요인(전체의 72.882%)으로 구분되고, 사당대문의 1요인

은 3개, 2요인 1개의 형용사로 구성되었으며, 총 2가지

요인(전체의 63.593%)으로 구분되어 설명할 수 있다.

사랑마당과 안마당의 1, 4요인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

나 2, 3요인은 다르게 나타나며, 사랑채 하늘과 안채 하

늘의 1요인은 비슷한 경향을 보이나 2, 3, 4요인은 다르

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솟을대문과 사당대

문에서는 모든 요인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3) 대응표본 T검정

사랑채 ↔ 안채 솟을대문 ↔ 사당대문

마당 하늘 대문

평균차
유의확률

(양측)
평균차

유의확률

(양측)
평균차

유의확률

(양측)

1 개방적이다 4.321 .000 3.589 .000 3.750 .000

2 부드럽다 1.536 .000 1.589 .000 1.393 .000

3 편안하다 1.286 .000 1.357 .000 1.839 .000

4 섬세하다 -.625 .028 -.696 .013 .911 .007

5 따뜻하다 .839 .022 .536 .074 1.268 .000

6 아름답다 .571 .020 .250 .243 1.536 .000

7 소박하다 -.804 .016 .036 .902 -1.143 .000

8 단순하다 1.107 .000 1.536 .000 .286 .423

9 정겹다 1.000 .000 .786 .001 1.179 .000

10 동적이다 2.714 .000 2.036 .000 2.482 .000

유의수준 ∝>0.05

<표 10> 대응 표본-T검정

<표 10>은 두 실험의 평균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T-test의 결과이다. 사랑채와 안채 각각의 마당에서 감성

평균차이를 확인했을 때 개방적이다, 동적이다, 부드럽다,

편안하다, 단순하다, 정겹다, 따뜻하다, 소박하다, 섬세하다,

아름답다 순으로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하늘에서는

개방적이다, 동적이다, 부드럽다, 단순하다, 편안하다, 정겹

다, 섬세하다, 따뜻하다, 아름답다, 소박하다 순으로, 대문

에서는 개방적이다, 동적이다, 편안하다, 아름답다, 부드럽

다, 따뜻하다, 정겹다, 소박하다, 섬세하다, 단순하다 순으

로 나타났다.

이를 분석해 보면, 지점에 따라 평균차이가 다르지만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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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지점에서 개방적이다(4.321, 3.589, 3.750)와 동적이다

(2.714, 2.306, 2.482)가 높은 평균차이를 나타내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안채보다 사랑채에서, 사당대문보다

솟을대문에서 개방적이다, 동적이다의 감성적 평가지수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마이너스(-)값을 갖는 것은 사랑

채에 비해 안채에서, 솟을대문에 비해 사당대문에서 감성

적 평가지수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0.05의 유의수준을 넘는 4가지를 제외하면 전통가옥의

남·여 공간에 따른 감성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추

사고택’ 안에서의 남ž여 공간에 따라 인간의 감성에 영향

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5. 결론

본 연구는 유교사상이 지배하는 문화적 배경으로 구축

된 한국 전통공간에서, 공간과 자연과의 사이에 일어나

는 풍경작용인 차경을 인간의 감성을 통해 실증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연구를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랑채와 안채, 솟을대문과 사당대문의 차경을

감성분석법으로 비교분석한 결과, 그 구분이 명쾌히 구

별 되었으므로 유교사상이 공간구성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둘째, 마당의 비교에서는 사랑마당이 안마당보다 개방

적이고 동적이며 부드럽고, 편안하고, 단순하고, 정겹고,

따뜻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늘에서는 사랑채 하늘이

개방적이고 동적이며 부드럽고, 단순하고, 편안하고, 정

겨운 것으로 나타났다. 대문의 비교에서는 솟을대문이

사당대문보다 개방적이고, 동적이며 편안하고, 아름답고,

부드럽고, 따뜻하고, 정겨운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전통주거공간에서 남성공간인 사랑채는 여성공

간인 안채에 비해 적극적이며, 동적인 공간인 것을 알

수 있다.

이상의 결론으로, 한국의 전통공간은 자연과 인간을

일원적세계관으로 보아, 인간이 전통공간에서 풍경을 통

해 자연과 조화되고 삶을 즐기는 철학적이고 미학적 공

간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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