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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re have not been many debates on the subject of Korean architecture during the transformative period of Gae Wha

Gi (開化期: Enlightenment Period of Korea), when Western-style buildings first appeared in Seoul. This study begins by

finding and recording those buildings in Seoul that show the gradual adoption and appropriation of Western architectural

elements at the turn of the 20th century. By exploring the confluence of two different architectural styles, this paper

attempts to look carefully at the hybrid conditions that resulted from encounters between the Koreans and the Westerners

in the late 19th and early 20th century. Beginning with discovering the first products of the Western architectural

influence in Seoul, this study explores the uneasy co-existence between the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al style, and the

Western architectural style. This co-existence ultimately bred new building techniques, and interior layouts; the appearance

of these hybrid buildings illustrate the gradual transition from the traditional way, in which users modified, combined and

appropriated various elements from both styles. Analyzing historical documents and photos, this study tries to capture a

detailed image of the period when the influence of the Western architecture had an unavoidable impact and brought

change to the traditional architecture of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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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목적

개화기에 이루어진 다양한 건축적 변화들은 18세기에서

19세기 동안 진행되어오고 있던 조선의 건축문화를 근본

부터 서서히 뒤흔들기에 충분하였다. 서구 열강과 청, 일

본에 의한 제국주의 정책의 각축장이 된 조선은 19세기

적 세계질서의 마지막 미 편입지역으로 남아 있었던 터

라 급작스런 서구적 제도와 기술의 유입은 기존의 도시

와 건축의식에 전례 없는 변화들을 가져 오게 된다. 특히

1876년 일본과 체결한 강화도 조약 전후로 새롭게 등장

하기 시작한 서양식의 건축물들은 1882년 조미 수호통상

조약을 선두로 점진적으로 새로운 사상과 기술을 파급 시

키며 전통적으로 고수해 오던 건축문화와 생활 전반에 총

체적인 변화를 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이와 더불어

당시 발아 단계에 있던 조선사회 내부의 근대적 변화에

대한 욕구는 경제 정치 사회 전반에 걸쳐 급변하는 건축

과 도시의 상황을 만들기에 충분 하였다. 쇠퇴하는 기존

질서와 갑작스럽고 도발적으로 다가온 구미의 기술과 자

본, 생경한 서양의 문화는 조선 내의 정치, 경제적 요소

와 결합하여 일상의 모습을 근본부터 그리고 폭넓게 흔

드는 복잡한 환경을 제공하기에 이른다. 본 연구는 이렇

게 필연적으로 마주 대할 수밖에 없었던 전통과 외래건

축의 만남을 새로운 차원에서 조명하고자 한다. 건축에서

변화의 모습은 일상생활 환경에서 마주하는 배경으로서

건축에 강하게 드러나고 있었다. 여기서 자칫하면 “이식

(移植)”이라고 하는 한 방향의 문화흐름으로 이해되기 쉬

운 이시기의 건축적 상황들을 건축입면의 다양한 모습을

통해 보다 정밀하게 다룸으로서 근대 초창기 한국 건축

의 절충적 변화상을 분석적으로 그려내려 하였다.

2. 연구의 대상과 시기

개화기 시기 구분에 대해서는 명확한 시작과 마침점이

여러 가지로 해석될 수 있겠으나 두 가지 획기적인 정치

적 사건을 기점으로 1876년의 강화도 조약에서 1905년의

을사조약까지를 개화기로 설정하였다. 이시기 조선의 모

습을 독립된 정치와 문화적 실체로 간주하고 양 방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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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uilding List

Building name Usage User Age

Non-Modified/

Renovation/

New

Shape of the Roof Elevation Type Window Type Note

House of 

Muelendroph
Housing Westerner 1882 Renovation

Hipped and Gabled/

Non-Modified

Wood Frame,

Plastered wall

Simple type 

Glass
H1

House of 

Muelendroph
Housing Westerner 1882 Renovation

Hipped and Gabled/

Non-Modified

Wood Frame,

Plastered wall

Simple type 

Glass
H2

Italian Consulate 

(early)
Legation Westerner 1901 New

Hipped and Gabled/

Modified

Wood frame/

Masonry

Simple type 

glass/Modified
H3

WooJungGuk Post Office
Korean Royal 

Government
1884 New

Hipped and Gabled/

Non-Modified

Wood Frame

(Wood wall)
Grid Glass H4

Italian Consulate Housing Westerner 1903 New
Hipped and 

Gabled/Modified

Four sided 

Masonry
Englishness H5

Italian Consulate Housing Westerner 1903 New
Hipped and 

Gabled/Modified

Four sided 

Masonry
Englishness H6

JaeJoongWon Hospital Westerner 1887 Renovation
Hipped and Gabled/

Non-Modified

Wood Frame,

Plastered wall

Simple type 

Glass
H7

Denny House Housing Westerner
Before 

1890
Renovation

Hipped and Gabled/

Non-Modified

Wood Frame, Wood 

wall, Plastered wall
Grid Glass H8

Underwood House, 

JeongDong
Housing Westerner 1885 Renovation

Hipped and Gabled/

Non-Modified

Wood Frame, Wood 

wall, Plastered wall
Grid Glass H9

Underwood House, 

JeongDong
Housing Westerner 1885 Renovation

Hipped and Gabled/

Non-Modified

Wood Frame, Wood 

wall, Plastered wall
Grid Glass H10

Catholic Priest Shelter Housing Westerner 1880 Renovation
Gabled/

Non-Modified

Wood Frame,

Plastered wall

Simple type 

Glass
H11

HanSung Telephone 

Office
Office

Korean Royal 

Government

Around 

1900
New

Hipped and Gabled/

Non-Modified

Wood Frame, 

Masonry
Modified H12

HanSung Telephone 

Office
Office

Korean Royal 

Government

Around 

1900
New

Hipped and Gabled/

Non-Modified

Wood Frame, 

Masonry
Modified H13

American Legation Legation Westerner 1884 Renovation

Gabled, Hipped and 

Gabled/

Non-Modified

Wood Frame,

Masonry
Traditional H14

American Legation Legation Westerner 1884 Renovation

Gabled, Hipped and 

Gabled/

Non-Modified

Wood Frame,

Masonry
Traditional H15

American Legation Legation Westerner 1884 Renovation

Gabled, Hipped and 

Gabled/

Non-Modified

Wood Frame,

Masonry
Traditional H16

House for HanSung 

Electric Company
Housing Westerner

Around 

1900
Renovation

Hipped and Gabled/

Non-Modified

Wood Frame, 

Masonry
Traditional H17

House for HanSung 

Electric Company
Housing Westerner

Around 

1900
Renovation

Hipped and Gabled/

Non-Modified

Wood Frame, 

Masonry
Traditional H18

House for HanSung 

Electric Company
Housing Westerner

Around 

1900
Renovation

Hipped and Gabled/

Non-Modified

Wood Frame, 

Masonry
Traditional H19

LeeWhaHakDang School Westerner 1886 New
Hipped and Gabled/

Non-Modified

Wood Frame,

Plastered wall

Simple type 

Glass
H20

LeeWhaHakDang School Westerner 1886 New
Hipped and Gabled/

Non-Modified

Wood Frame,

Plastered wall

Simple type 

Glass
H21

Hansung German 

School
School Westerner 1898 New H22

Hansung German 

School
School Westerner 1898 New H23

South Methodist 

Missionary HQ
Housing Westerner 1896 Renovation

Gabled/

Non-Modified

Wood Frame,

Plastered wall

Simple type 

Glass
H24

BoGuYeoGwan Hospital Westerner 1886 Renovation
Hipped and Gabled/

Non-Modified

Wood Frame,

Plastered wall

Simple type 

Glass
H25

Jungganhun Palace Royal family 19C New
Hipped and Gabled/ 

Modified (Western)

Stone pillar

/Four sided Masonry
Englishness H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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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Building name Usage User Age

Non-Modified/

Renovation/

New

Shape of the Roof Elevation Type Window Type Note

Jungganhun Palace Royal family 19C New
Hipped and Gabled/ 

Modified (Western)

Stone pillar

/Four sided Masonry
Englishness H27

BunSaChang Factory
Korean Royal 

Government
1884 New Gabled/Modified Four sided Masonry Englishness H28

BunSaChang Factory
Korean Royal 

Government
1884 New Gabled/Modified Four sided Masonry Englishness H29

BunSaChang Factory
Korean Royal 

Government
1884 New Gabled/Modified Four sided Masonry Englishness H30

Sand House Housing Westerner
Around 

1900
New

Hipped and Gabled/

Modified

Four sided Masonry, 

Stone
Modified H31

German Consulate
Official 

Residence
Westerner 1891 Renovation

Gabled, Hipped and 

Gabled/Non-Modified

Wood Frame,

Plastered wall

Simple type 

Glass
H32

Catholic Orphanage School Westerner 1880 Renovation Gabled/Modified Wood Frame,Masonry Traditional H33

HwanGuDan & 

HwangGungWoo
Altar Royal Family

1897,

1899
New Gambrel/Non-Modified Wood Frame H34

French Hotel, 

JeongDong
Hotel Westerner 1897 New

Hipped and Gabled/

Modified
Four sided Masonry

Englishness

(Modified)
H35

Hansung English 

School
School

Korean Royal 

Government
1897 New

Gabled, Hipped and 

Gabled/Non-Modified

Wood Frame, Wood 

wall
H36

Dondukjeon Palace
Royal 

family
1901 New

Gambrel/Modified 

(Western)

Four sidede

Masonry

Englishness/

Modified
H37

Dondukjeon Palace
Royal 

family
1901 New

Gambrel/Modified 

(Western)

Four sidede

Masonry

Englishness/

Modified
H38

YookJo
Around 

1900
Gabled Assumption Parted Masonry H39

WonSooBu
Military 

Quarters

Korean Royal 

Government

Around 

1900
New Gabled/Modified Four sided Masonry Englishness H40

SiByungWon, 

JeongDong
Hospital Westerner 1886 Renovation

Hipped and Gabled/

Non-Modified

Wood Frame, Wood 

wall, Plastered wall
Grid Glass H41

Hansung Teacher's 

school
School

Korean Royal 

Government
1895 New Gambrel/ Modified Four sided Masonry

Simple type 

Glass/

En

H42

Heummungak Palace
Royal 

family
1904 New

Hipped and Gabled/

Modified

Side wall

Masonry
Traditional H43

Hamyujae Palace
Royal

family
1904 New Gabled/Modified

Side wall

Masonry
Traditional H43

Sontag Hotel Hotel Westerner 1902 New
Gambrel/Modified

(Western)

Four sided

Masonry

Englishness/

Modified
H44

Sontag Hotel Hotel Westerner 1902 New
Gambrel/Modified

(Western)

Four sided

Masonry

Englishness/

Modified
H45

Headquaters,Seoul

Telecommunication

Around 

1900
Wood frame H46

Market near the 

SuPyo
Market Civil

Around 

1900
New Gabled/Modified Side wall Masonry H47

YeonGyeongdang 

Seonhyangjae
Library 19C New Gabled/Modified Side wall Masonry Traditional H48

GangHaeWon Hospital Westerner 1884 Renovation
Hipped and Gabled/

Non-Modified

Wood Frame

(Wood wall)
Grid Glass H49

Hansung English 

School
School

Korean Royal 

Government
1897 New

Gabled, Hipped and 

Gabled/Non-Modified

Wood Frame, Wood 

wall
H50

Doctor Bunswi house Hospital Westerner 1880 Renovation
Hipped and Gabled, 

Gabled/Non-modified
Wood frame H51

Amoon
Administative 

Office

Korean Royal 

Government

Around 

1900
New

Hipped and Gabled/

Non-Modified

Wood Frame, 

Masonry
Modified H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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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충적 변화, 즉 서구 건축 문화와 조선의 건축 문화 만

남이 이루어진 접점에 주목하였다. 공간적 범위로는 조선

에서 문화적 핵심 도시인 한성(漢城)을 대상지역으로 하

였다. 성곽이나 행정 구역 상의 경계로 명확히 구분되는

의미에서의 한성이 아니라 중심도시로서 인식되어지는 폭

넓은 의미로서의 한성을 의미한다. 그중에서도 외래(外來)

적 요소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정동과 1890년대 이

후로 도시 전반에 퍼지기 시작했던 서구인 거주 지역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 지역에서 두 가지 특성을 보이는 건

물 군, 즉 전통적 한옥이 변화의 모습을 보인 건물들, 여

기에는 서구적 요소가 반영된 건물들과 새로운 건축 기

술적 요소가 드러나는 건물들이 해당되며 다음으로 당시

지어졌던 양식건물 중에서 전통건축의 영향이 나타난 건

물들을 다루려 하였다.

3. 연구의 방법

연구의 방법으로 문헌자료 수집에 의존 하였다. 당시에

지어진 것으로서 보존되어 있거나 부분적 모습이 남아있

는 유구가 적기 때문에 당시의 건축적 상황을 가장 잘 확

인할 수 있는 사진자료와 관련된 외국인 기록의 수집을

1차 자료로 하였다. 구한말을 기록한 사진첩, 각종 종교

관계 서적, 버튼 홈즈(Burton Holems Lecture), 까를로스

로제티(Carlo Rosseti)와 같은 여행자의 기록에서 약 90여

장의 사진 자료를 발견 할 수 있었고 이 사진 자료를 시

기 및 유형별로 나누는 작업을 하였다. 여기에 더하여 기

존연구로서 정리되어 있는 개화기 양식건축 관련 문헌과

도시변화 연구물 및 이와 관련된 학술자료를 2차 자료로

수집하였고 각 건물들의 도시 내 상황을 설명하는데 도

움이 되는 고지도들을 보완하였다.

공간의 성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평면 구성에 대해서

는 자료의 한계 상 이 논문의 범위에서 구체적으로 분석

되기 어려워 본 연구의 한계로 남는다. 본 연구는 새로운

시각에서 자료를 찾아내고 그것을 정리하여 보여주는데도

Table 1. Continued

Building name Usage User Age

Non-Modified/

Renovation/

New

Shape of the 

Roof
Elevation Type Window Type Note

Easter houe Hotel Westerner 1901
Gabled/Non-

modified
Sagoseok masonry, Plastered H53

Youkyjeon
Around 

1900
Gabled Wood frame H54

SeokPaJeong 

Sarangchae
Housing aristocrat 19C New Gabled/Modified Side wall Masonry Traditional H55

Jungdong mission Housing Westerner
Middle 

of 1880
Renovation

Hipped and 

Gabled, Gabled/

Non-modified

Wood frame Front glass H56

Hansung Telegraphic 

Office
Office

Korean Royal 

Government
1897 New

Hipped and Gabled/

Non-Modified
Sagoeseok, Masonry, Plastered

Simple type Glass/

Traditional,Printi

ng block

H57

Market near JongRu Market Civil
Around 

1900
New Gabled/Modified Side wall Masonry Modified H58

Market near JongRu Market Civil
Around 

1900
New Gabled/Modified Side wall Masonry Modified H59

Jungmyeongjeon Palace
Royal

family
19C New

Gambrel/

Modified

Four sided 

Masonry
Englishness H60

Gyeongbokgung 

JipOkJae
Library Royal Family 19C New Gabled/Modified Side wall Masonry Traditional H61

French Consultate Housing Westerner 1885 Renovation
Hipped and Gabled/

Non-Modified
Wood frame

Front glass/

Simple type glass
H62

HanSungBu
Military 

Quarters

Korean Royal 

Government

Around 

1900
New

Gabled, Hipped 

and Gabled/

Modified

Four sided Masonry Englishness H63

Hansung French 

School
School

Korean Royal 

Government
1895 New

Gabled, Hipped 

and Gabled
Wood Frame, Wood wall

Simple type 

Glass
H64

Figure 1. Foreign Settlement around Jung Dong Area between

1880 and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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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의의가 있으므로 시각적으로 파악된 건물들의 모습을

유형별로 정리하는데 주력하였고 개개의 건축적 변화상을

구분, 도표화 하였다.

II. 혼성적 경향을 보이는 건물들과 그 분석

새롭게 양식 건물을 받아들인 경운궁 그 주변의 각종

공, 영사관, 이를 핵심으로 하는 방사형 도로와 환형 도

로로 이루어진 도시 공간 등, 개화기 한성은 서구문물의

유입으로 변화된 공간 환경이 기존의 전통적 주거지역과

혼합되면서 서로 다른 두 건축문화의 혼합지역 양상을 띠

게 된다.1) 이러한 상황을 종합해 볼 때 개화기의 도시와

건축의 모습은 새롭게 등장하는 서구인 거주 지역에서 조

차도 쉽게 이식(移植)이라고 규정되기 어려운 점이 있다.2)

한 세기 이상이 지난 현재의 건축인식에서도 개화기 도

시와 건축의 모습을 일방적인 수용이 아닌 상호 혼성적

인 모습이 가능했으리라 추측해 볼 수 있으며 본 연구는

이러한 쌍방향적이고 자생적인 건축 상황을 면밀히 재조

명해보는데 그 노력을 다하였다.

한성의 혼성적 도시 건축 상황을 배경으로 이시기에 건

축 입면에서 절충(hybrid)적 성격을 보이는 건물들을 우

선 사진자료를 중심으로 조사 하였다<Table 1>. 현재 남

아있는 번사창, 정관헌, 중명전의 3동 이외에 사진자료

<Table 2> 및 문헌에 의존하여 총 50여개의 사례를 추출

하였고 이를 용도별, 건축 주체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

면구성별로 나누는 방식을 취해 이 시기에 나타나는 입

면의 절충(hybrid)적 성격을 분석적으로 드러내려 하였다.

1. 건축 주체별로 나눈 입면 특징

1) 서구인

서구인이 주체가 되어 사용한 절충적 성격의 건물은 주

거, 병원, 외교공관, 학교 등 당시 이들 구성원의 성격이

외교관, 의료 선교사, 교육자였음을 말해준다. 개화기 전

기간에 절충적 성향은 골고루 분산되어 나타나지만 크게

1890년을 기점으로 이전의 집들은 거의가 기존의 한옥을

개수한 형태가 많이 나타나고 이후에는 양식골조를 중심

으로 하고 전통적 문양이나 디테일을 적용한 집들이 주

로 신축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지붕 형태는 전통적인

형태를 차용해 거의가 팔작지붕과 맞배지붕이며 특히 1900

년대 이후에는 이를 변형하여 직선적이고 단순화 된 지

붕 형이 많이 나타난다. 벽은 전체를 조적으로 쌓아올린

예들과 목 가구를 바탕으로 조적 벽과 회벽이 섞이는 모

습으로 다양한 조합이 나타난다. 유리를 도입해 실내분위

기를 바꾸고 있으며 한옥을 개수해 조적 벽을 한 경우 한

식 쌓기로 기둥사이 간벽을 메우는 방법이 두드러진다.

2) 대한제국 정부와 황실

대한제국 정부가 주체가 되어 만든 건물은 학교, 군용,

그리고 행정업무로 당시의 변화된 근대적 제도를 수용하

는 모습을 보인다. 시기별로는 1884년 번사창에서 1905

년경의 한성 전화소 까지 개화기 전 기간에 골고루 나타

나고 신축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한식기와에 맞배지붕이

Table 2. Buildings with Mixed Elevation

1) 개화기 서구인의 이주와 도시 상황에 대한 연구는 다음의 논문들

을 참고: Kim, G. D. & Kim, S. I. (2001). The Study on the settling
process of westerners in Jeong-dong, Seoul in the latter era of the

Korean Empire.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17(7), 154. Lee, K. M. & Kim, H. B. (1994). Seoul DoSiKyung

KwanUi ByunChunGwaJung YonGu. The Journal of Seoul Studies

2. 26-27. Kim K. W. (1990). DaeHanJeKuk SiDaeUi DoSiGye

Hoek. HyangTo Seoul 50. Seoul: Seoul Affairs Publish Commission.

115. Son, J. M. (1980). GaeHangGi HanSung OeKukIn GeoRyuUi

GwaJoengGwa SilTae. HyangTo Seoul 38, 50-63.

2) Lee T. J. (1995). The nature of Seoul's development into a

modern city during the 18th-19th centuries. The Journal of Seoul

Studies 4, 2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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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팔작지붕의 전통적인 지붕형태를 차용하지만 벽체의

구성에서 조적 벽이나 목판 벽 등으로 기존의 회벽과는

다른 모습을 보이기 시작한다. 단순화된 유리창을 사용한

점과 조적 쌓기가 전통적인 한식 쌓기가 아니라 영식 쌓

기가 주를 이루는 점도 특징적이다.

한편 대부분의 절충식 주택이 상류 주택인 사례에서 보

듯이 양반계층은 서구인과 교분관계에 놓일 수 있었고 대

한제국 황실은 이러한 친분과 문화적 교류를 누리는 사

령탑과 같은 위치에 있었다.3) 대한제국 황실에서 사용하

고 건축한 건물은 다분히 재단, 기념, 접견, 알현, 서재,

주거, 영정봉안 등 다양한 용도를 보여주고 있으나 새로

운 기능의 수용은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다. 이것은

정치적 변동과 관련하여 궁궐 내 절충적 건물이 양식으

로 지은 건물과 달리 황실에서 요구되는 새로운 기능적

수용보다는 황권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상징적 공간의 연

장으로 사용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개화기 이전부터

등장하기 시작하는 한옥의 변화는 영연합(延英閤)옆 조적

건물, 경복궁 집옥재(集玉齊), 흠문각(欽文閣), 함유재(咸有

齋), 석어당(昔御堂)처럼 측벽을 한식 쌓기로 쌓아 변화를

보이는 건물들에서 부터 후기로 가면서 돈덕전(惇德殿),

수옥헌(漱玉軒), 환벽정(環壁亭), 구성헌(九成軒), 정관헌(靜

觀軒)처럼 아예 양식건물을 지어 새로운 건축 스타일을

수용하고 있었다. 여기서 두 가지 건축적 특징을 볼 수

있는데 기존의 전통적인 건물 형을 이용 하면서 개념상

혹은 몇몇 디테일에서 양식적 변화를 보이는 것이나 반

대로 건물 형이 완전히 바뀐 양식건물을 기반으로 전통

적인 문양이나 디테일이 반영된 경우다.

2. 용도로 본 입면의 특징

1) 주거

주거는 기존 한옥의 가구 구조를 바탕으로 창호에 변

화를 주거나 벽체를 조적 하여 전체적인 모습에서 한옥

Table 2. Continued

Figure 2. User of Buildings

3) Kim J. D. (2006). GaeWhaGi WooRiGungGwalE EIpDoen

SeoYang YoSoDeul.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Institute of

Korea Spring Conference, 202-224.

Figure 3. Usage



개화기(開化期) 서울에서 양식적 건축 요소를 차용한 절충적 한옥(韓屋)의 입면에 관한 연구 17

제26권 제3호 (2015. 6)

의 기본 틀을 변형하지 않고 입면을 다양하게 바꾸고 있

다. 서구인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자신들의 거주지인 한

옥에 부분적인 변화를 보인 예들은 렌도르프 주택, 데

니 저택, 언더우드 초기 주택 등 다수에서 확인할 수 있

다(H1, H8, H10).

서구인들이 매입하여 사용한 주택들은 한옥을 자신들의

생활에 맞게 개수 하였고 지붕등 기존의 한옥 틀을 그대

로 사용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입면은 기존의 한옥 틀

에서 벗어나 서구식의 창호(단순한 간살과 유리)를 도입

하여 채광 면에서 기존에 볼 수 없었던 내부 공간의 변

화를 시도 하였다. 주거에서 한성부민에 의해 새롭게 만

들어지는 요소들은 개화기 초기에는 관찰되지 않는다. 다

만 이시대의 양반층에서 약간씩의 새로운 건축요소의 차

용이 있었다고 하는데 대원군의 사랑채로 쓰인 석파정의

사랑채가 양측 벽을 적벽돌로 쌓아 올리고 벽 가운데 원

공을 만들어 창을 내어 기존의 한옥에서 볼 수 없었던 구

축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4)(H55) 전통적 방법인 회벽에서

탈피하여 조적을 이용한 벽 구성 방식을 보이는 건물은

1900년경을 전후하여 주거에서 나타나고 있다(H17, H18).

절충적 경향을 보이는 가옥 중에서 한성부민 사이에 폐

가로 소문이 나서 거주하기를 꺼리던 건물이 서구인에 의

해 수용된 사례도 특이할 만하다. 렌도르프의 집은 민

겸호의 저택이었으나 민이 임오군란 때 피살된 이후로는

흉가로 소문이 나서 비어 있었으며 광혜원 또한 당시 개

화파의 주역이면서 갑신정변 때 참화를 당한 홍영식의 집

으로 알렌은 이 집의 상황이 처참함을 일기에 묘사하고

있다.5) 흉가로 꺼리는 이집들을 서구인들이 전통적인 터

부와 상관없이 개수 사용하였고 이곳을 중심으로 한성부

민들과 접촉하고 있어서 당시 주거관에 적지 않은 영향

을 주었을 것이다.

2) 학교

교육의 기능은 개화기 이전에도 있었으나 근대적 기관

으로 학교의 건축적 성격은 다분히 새로운 것 이었다. 즉

이들 교육기관 대부분이 기존의 전통적 교육과 다른 서

구식 교육을 위해 내부공간의 대규모화와 이에 따른 가

구의 배치, 시선 고려, 학생의 밀도, 채광 등 다양한 요

소가 고려되어 지어지기 시작하였다(H22, H23). 주로 서

구인과 대한제국 정부가 운영하는 교육시설로서 건물입면

에서는 지붕모양에서 전통적 한옥과 유사한 형태가 강하

게 나타나있음을 볼 수 있다. 특히, 한옥의 건축적 요소

를 바탕으로 입면에 “X”자형 난간과 낭하(廊下)공간을 형

성하고 간략화 된 유리 창호로 양식과의 절충이 독특하

게 나타나는 이화학당이 주목할 만하다.6) (H20, H21) 벽

체에서도 한성 사범학교를 제외하고는 목 가구 형식을 차

용하는 모습이 공통적으로 나타난다. 법어(法語)학교, 영

어 학교는 벽을 목판 벽으로 구성한 것이 확인되며 밝은

실내 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대형의 유리창을 만들기 위

한 격자의 창살을 도입하고 있다(H36, H62, H64).

3) 병원

교육과 마찬가지로 병원 또한 새로운 성격의 기관이었

다. 재래적인 한의원과 달리 수술실과 환자 대기실 등 다

양한 실의 기능이 필요했고 실 내부 또한 개조할 필요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병원을 설립한 다수가 의료선교사

로서 내한한 서구인 이었고 1890년대를 전후하여 재래한

옥을 매입 개조한 것으로 보인다. 건물 입면에서 이들 모

두가 정통적 외형을 그대로 유지하되 창호에 있어 전면

격자 유리라든가 단순화된 유리창으로 변화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장식적인 면보다는 거주하고 병원업무를 보

는데 적합한 내부 환경의 개선이 제일 우선 조건이었을

것이며 또한 이용자 대다수가 한성부민이라는 점에서 기

존 한옥 형태를 존중하면서 새로운 기능적 요구와 조화

를 이루려 했을 것으로 추론 해 볼 수 있다.

Figure 5. H22, H23, H20, H21, H36, H62, H64

Figure 4. H1, H8, H10, H55, H17, H18

6) Kang S. H.,& Moon Y. S.,& Yoon J. S. (2005). Reconstruction

of the first “Ewha-hakdang” building in Jung-Dong.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Collection of Dissertations, 21(10), 26-28.

4) Gwak Y. J. (1990). HanKuk GeonDaeDoSi JuTaekUi ByunChunE

GwanHan YonGu. Master’s Dissertation,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5) Kim W. M. (1991). AllenUi IlGi. Seoul: DanKuk University

Publish, 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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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서구 공관

초기 서구인의 공관은 거의가 한옥을 개수하여 사용하

였다. 자료에서 보이는 미국 공사관과 독일 영사관은 전

형적인 한옥에다 기둥을 남겨놓고 벽을 완전히 개조한 형

태로서 조적 또는 회반죽 마감으로 되어있다(H15, H32).

문과 창호의 형태는 그 배치나 형태가 기존의 한옥 창 배

치와 다르게 나타나고 있어 내부가 서양식으로 바뀌었음

을 시사한다. 당시 미국 공사관을 묘사한 글에는 집 내부

를 서양식으로 사용하는데 대한 애로사항을 전하는 글도

있어 이채롭다.7) 외교공관이 미국이나 초기 불란서, 독일

처럼 한옥의 개수 형태인데 비하여 이태리 영사관은 좀

더 주목할 만한 모습을 보여준다. 즉 초기 이태리 영사관

은 미국 공사관처럼 벽체구성방식이 기둥사이에다 벽돌을

쌓아올리는 방법을 취하였지만 독특하게도 지붕의 형태가

기존의 한옥처마와는 다른 급경사로 구성해서 중국식 지

붕형태를 연상하게 한다(H3). 서대문으로 옮겨간 두 번째

이태리 영사관은 건물 벽 자체를 양식으로 필라스터가 보

이는 조적으로 만든데 반해 지붕은 이전 영사관과 비교

하여 전통한옥의 모습과 더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고 있

었다. 비록 용마루가 짧고 도머(Dormer)형식의 창을 지붕

에 내고 있으나 팔작지붕에다 한식기와를 얻은 모습을 보

면 신축임에도 지역적 특색을 고려하고 있었음을 짐작 할

수 있다(H5).

5) 행정

행정 사무를 보는 건물 중 변화의 경향을 보이는 건물

대다수에서 새롭게 요구되는 근대적 기술과 사용을 수용

한 형태가 나타나고 있다. 주로 전신 전화업무와 새로운

법제도를 위한 건물로서 모두가 정부에 의해 주도되었다.

신축을 통해 새로운 기능을 수용하고 전통적인 팔작지붕

을 유지하되 단순화된 유리 창호를 설치한 것이 관찰된

다. 서대문밖의 아문과 한성 전화소는 건물의 출입구를

당시에 지어지는 양식의 공공건물과 같이 건물의 중심부

로 배치하여 건물의 진입방식이 변화되어 나타나고 있음

을 볼 수 있다(H52, H12). 한성 전보 총국에서는 측벽을

전통적인 사고석으로 쌓았으나 전면에 목판 벽을 사용한

것이 이채롭다(H57).

6) 군용

군용건물은 모두 대한제국 정부에서 주도한 것으로 입

면 특징이 가장 두드러진다. 기존의 목 가구 형식을 탈피

하여 모두 벽돌을 이용한 조적으로 벽체를 형성하고 있

다(H30, H40, H63). 견고함을 요구하는 군사시설로서 벽

돌조적으로 벽을 구성한 Barrack 건물을 짓는 동시에 인

원수용 밀도를 높이기 위한 상층부의 도입도 두드러진다.

전통적 목구조 방식의 구축이 사라짐에 따라 내부에 있

어서도 트러스를 사용했으리라 생각되며 맞배지붕에 처마

가 짧게 변형되어 있다. 모두가 영식 쌓기 방법으로 디테

일이나 장식의 표현 없이 조적하였으며 사각형의 창 형

태도 군사 기능의 건물에 맞게 간략화 되어 있다.

7) 상가

새로운 상권의 형성 등으로 건축적 변화가 컸던 한성

의 대로변 상가에도 측벽전체를 조적으로 쌓아올려 변화

된 모습을 보이는 건물들이 나타난다. 운종가와 남대문로

에서 전통적인 상업 활동을 담당하던 행랑의 방화벽은 흙

벽을 쌓거나 밑에 사고석으로 견고히 쌓아 위를 흙색벽

돌을 쌓아올린 것으로 벽돌을 쌓는 방식에서 회 줄눈이

두터운 형태로 전통적인 수법이 나타나 있다. 벽 전체를

모두 조적으로 촘촘히 쌓아올린 종루근처의 상가나 측벽

전면을 모두 회칠한 수표교 근처의 상가는 이러한 기존

행랑건축과 다른 내력벽의 측벽모습을 보여준다(H58, H59,

H47). 두 건물 다 민간에서 지은 것으로 판단되며 맞배

지붕에다 지붕처마가 짧게 변형되어 있다.

Figure 7. H52, H12, H57

Figure 8. H30, H40, H63

Figure 6. H15, H32, H3, H5

7) Kim Y. J. (1994). Seoul Je 2 Ui GoHyang. Seoul: The Institute

of Seoul Studies, 212. Figure 9. H58, H59, H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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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입면의 절충적 변화

1. 개수된 유리 창호

대부분이 1890년대 이전에 지어졌거나 이후에도 최초의

거주지로 설정된 집들로서 기존의 한옥에 창호를 제외하

면 입면에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 서구인들이 주 사용

자였으며 기존주택의 목 가구 형식이나 회벽, 지붕틀을

그대로 둔 채 창호에서 반투명인 기존의 창호지와 이를

지지하는 전통적 창살을 생략해 단순화한 유리창으로 개

조 하였다.8) 이것은 기존 한옥에서 채광과 투명한 유리로

인한 조망이 서구인들에게 선호되어 실내 환경을 변화를

도모했다는 것을 말해준다.9) 구성은 기존 한옥 창호의 간

살 뒤에 판유리를 붙이는 방식으로 보이며 여기서 간살

이 단순해지거나 창틀의 프레임에 유리를 끼워 넣는 방

식까지 다양한 방법으로 유리와 목재 창살이 만나고 있

다. 더불어 유리 창호후면부에 블라인드나 커튼을 설치해

서 사생활을 확보하려한 모습이 보인다(H1, H2, H7, H11,

H15, H20, H21, H24, H25, H32, H49, H53, H34).

2. 유리창호의 확대

서구인에 의해 지어진 주거와 병원에서 격자형의 유리

문이 나타난다. 팔작지붕의 한옥을 개수한 한옥의 목구조

를 바탕으로 전면에 유리를 도입한 목재 문을 만들고 있

다. 모두가 1890년대 이전에 나타나고 있어 주로 기존의

주거를 서구인의 생활에 맞도록 개수한 과정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입면 중에서 외부공간에서 내부공간으로

끌어들이는 중심적인 대청마루 공간을 ‘井’자형이나 세살

의 유리 분합문을 만들어 실내화 하고 있는 예를 보여준

다. 분합문으로 된 출입문외에 대청마루 부분의 벽을 격

자형의 고정식 유리창으로 만들기도 해서 대청마루가 서

양인들의 관점에서 밝은 실내를 유지하면서 서재와 같은

여유 공간을 만들기에 적합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Figure 10. Classification of Building Elevation

8) 일례로 로제타 홀 여사의 주거처럼 실내분위기를 새롭게 고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Sherwood Hall. (1984). With stethoscope in Asia:
Korea. Seoul: The Dong-A Ilbo, 74.

9) Kim J. D. (2006). GaeWhaGi WooRiGungGwalE EIpDoen

SeoYang YoSoDeul. Journal of Architectural History Institute of

Korea Spring Conference, 207.

Figure 11. H1, H2, H7, H11, H15, H20, H21, H24, H25, H32,

H49, H53, H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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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 환경을 변화시키려는 요구는 대청을 유리창으로 완

전히 실내화한 데니저택, 시병원, 언더우드 주택에서 잘

나타나 있다. 개폐방식에 있어서는 전면 대청마루 부분에

미닫이나 미서기 문이 사용되고 있으며 일반적인 실의 경

우는 여닫이 창호가 대부분의 건물에서 미닫이와 혼용되

는 것을 볼 수 있다. 개실에 여닫이 창호가 쓰인 경우도

보이는데 이것은 서구식의 창호개폐 방법을 도입한 것으

로 보인다.

이화학당의 구가옥이나 제중원, 렌도르프의 한옥에서

보이듯이 정착가옥의 초기부터 日자형이나 田 자형의 창

살형태가 나타나고 있다(H4, H8, H10, H36, H41, H46,

H50, H54, H56).

3. 유리 창호와 목판 벽

목판 벽을 가진 건물 중 학교건물들은 대개가 다 1895

년 정부의 “교육입국 조서”에 따른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지어진 건물로 기존의 한옥 지붕 형태를 사용 하였다. 당

시로는 학교의 대부분이 대형 건물로 돈이 많이 드는 조

적조 대신 공사가 용이하고 저렴한 목판을 벽 재료로 선

택했을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창은 교실 채광을

위해 넓게 만들었고 한옥의 규모도 거대화 되었다. 여기

에는 한성 영어학교, 덕어학교, 법어학교 등 당시 생겨난

외국어 학교들이 해당되며 가구구조의 비늘판벽으로 구성

되었다. 이들 창호는 경량의 목구조를 바탕으로 건물 입

면의 대부분을 구성하며 많은 인원의 수용에 따르는 채

광과 통풍, 환기를 고려하였음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한

성 전보 총국에서는 전면을 2등분하여 하부에는 기존의

사고석이나 전돌이 쌓아 올려 지던 것을 목판으로 바꾸

었고 상부에는 기둥과 기둥사이 전체를 유리창호로 구성

한 점이 특이하다(H36, H57, H62, H64).

4. 측면 조적 벽

1860년경부터 왕실이나 상류사회를 중심으로 지어지던

측벽 조적은 개화기에도 지속되어 경운궁 중건 시 흠문

각이나 함유제에도 공포 부분부터 계단식으로 내밀어 쌓

으면서 처마의 끝선에 맞추는 방식으로 나타나 있다.

사진에서 확인되는 종로와 수표교 근처의 상가는 기존

행랑 건축의 사고석과 전돌 형식을 탈피해 측벽조적이 만

들어 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이는 궁궐 건축에서 보이던

측벽 조적이 민간 건축에까지 파급되었음을 보여준다. 궁

궐 조적 건물과 같은 맞배지붕이지만 단을 조적해 올라

가서 처마 끝에 맞추는 방법이 없고 좌우 측벽 지붕 선

에서 처마에 맞게 조적 선을 맞추면서 기와 한 장을 더

내밀어 쌓고 있다.10) 이는 1910년 이후 중국인에 의해 지

어지는 측벽조적, 즉, 중국 상가에서 나타나는 측벽 조적

에서는 끝을 벽돌로 감추면서, 기와 위로 내밀어 벽돌 한

장이나 두 장 두께로 두겁을 만들고 그 위에 함석을 씌

워 누수를 방지하도록 한 벽과도 차이를 보이고 있다(H43,

H47, H48, H55, H58, H59, H61).

Figure 13. H36, H57, H62, H64

Figure 14. H43, H47, H48, H55, H58, H59, H61

Figure 15. Difference in masonry

Figure 12. H4, H8, H10, H36, H41, H46, H50, H54, H56

10) Park S. H. (2010). ByeokJeon. Seoul: SPACETIME, 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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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조적 벽의 확대

목 가구 형식위에 조적으로 벽을 구성한 예로서 서구

인과 정부가 주도한 건물에 나타나고 있다. 학교, 공관,

주거, 행정기능을 담은 것으로서 당시 새롭게 나타난 근

대적 기능을 수용하려 외형을 변화 시킨 것으로 판단된

다. 대부분 조적 벽에 알맞은 단순한 형태의 유리 창호를

설치했으며 쌓는 방식으로는 한식 쌓기가 주로 보인다.

전통적인 목구조에 벽돌조가 혼합되는 방식 이외에 기

존의 회벽을 한식 쌓기 조적으로 대치한 경우도 나타나

는데 천주교 고아원, 한성 전기회사 간부사택, 미국 공사

관이 여기에 해당 된다. 길이쌓기로 하여 장식적으로 쌓

아 올리고 백회로 보이는 줄눈을 두텁게 발랐으며 각(角)

형의 한옥 기둥사이를 메우는 방식이 관찰 된다. 이러한

조적이 가능 하였던 것은 영식 쌓기가 주로 구조적인 것

에 관계하는데 반해 입면을 장식적으로 처리하기가 용이

하고 반장 쌓기로 경제적인 효과도 거둘 수 있었으리라

추론 된다.

이태리 영사관, 한성 전화소, 한성 전기회사 간부사택,

미국 공사관, 천주교 고아원, 한성부 정문에서는 팔작지붕

이나 맞배지붕의 기존 목구조에서 측벽을 벗어나 전면 벽

에도 조적조로 구성된 모습을 보인다. 벽 전면으로 확대

된 조적은 상, 하 인방제가 생략됨으로써 목구조에 의한

Figure 17. H12, H13, H14, H16, H17, H18, H19, H33, H39, H52

Figure 16. Facade Analysis of Brick Buildings



22 김 정 인

한국주거학회논문집

횡적인 요소를 없애고 기둥만을 외형으로 표현한 입면을

구성한다. 이것은 원형기둥이나 사고석등 한옥의 벽에서

보여 지는 다양한 구성요소와 창호의 지지를 위한 상, 하

인방의 부재를 생략함으로서 점차 단순화된 입면 구성을

보여준다. 조선인 중에는 양옥을 지을만한 기술자가 없어

중국에서 미장이나 벽돌공을 데리고 와야 했다는 기록으

로 보아 중국인 노무자에 의한 조적 건축물 공사를 추론

해 볼 수 있다.11) 이들 절충 건물의 출입방식에도 기존과

다른 변화가 보이는데 전면에 양식 문을 만들어 진입하

거나 출입구 부분에만 계단을 놓아 진입하는 형식이 나

타난다. 즉, 주택에서 전면 일부에 단일 출입구가 형성되

고 있다(H12, H13, H14, H16, H17, H18, H19, H33,

H39, H52).

6. 조적 벽의 구축

번사창으로부터 시작된 내력벽의 변화는 1900년 경 전

후에 목구조나 당시 차용되던 벽돌 간벽의 구축방법에서

벽 자체가 공간을 구분하는 동시에 하중을 전달하는 형

식으로 전환되어 있다.12) 부분적으로 쓰이던 조적조가 외

벽 전체를 이루게 되면서 구조 방식에서 지붕하중 일체

가 가구식의 기둥부재에 의지하던 방식을 탈피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맞추어 창호의 모양도 조적 조에 알맞게

폭이 좁아지는 모습을 보이며 지붕의 형태도 전통적인 긴

처마에서 변화되어 길이가 짧아지고 서까래가 감춰지거나

축소되는 모습이 보인다. 내력벽의 조적 쌓기 특징은 한

단을 2겹 혹은 4겹의 반장 쌓기(길이쌓기)로 한 후 그 위

에 1겹이나 2겹의 한장 쌓기를 한 영식 쌓기와 같은 형

태로 구성되었다.

한성 사범학교에서 보이듯이 외벽을 조적의 내력벽으로

구성하고 내부 기둥은 목재로 하여 조적 벽에 목재가 구

조재로서 내부에 혼합된 방식이 나타나 있다. 원수부, 프

랑스 호텔, 이태리 영사관에서 보이는 부축 벽은 내력벽

중에서 두꺼운 조적방식을 탈피해 양식화된 것으로 보이

며 벽의 두께를 줄이면서 효율적으로 힘을 전달시키는 방

법으로 옮아간 것이라고 판단된다.

지붕틀 또한 초기형태의 번사창에서 나타나듯이 트러스

부재로 주간에서 기둥의 도움 없이 하중을 측벽 조적 벽

으로 전달하는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 번사창 에 이어 정

부의 주관 하에 군사시설로 만들어진 원수부에서도 이와

비슷한 조적 내력벽을 사용한 것이 확인되고 있다. 여기

에는 건물 규모나 높이에 비해 육중한 조적 벽이 보이며

장식이 없는 밋밋한 조적 벽에 규격화된 창호를 일렬로

배치하고 맞배지붕을 얹음으로써 조적과 한식지붕의 절충

을 간결하게 보여준다. 내부에 대한 사진이 없어 확인하

긴 어려우나 이들 군사 시설의 지붕형태도 곡률이 적은

맞배지붕 형으로 보아 내부에 트러스가 사용 되었으리라

는 추측이 가능하며 이는 장 스팬으로 신 군제에 맞는 변

화된 용도를 수용 했으리라 생각된다(H28, H29, H30,

H40, H42, H63).

7. 조적 벽 위의 한식지붕

왕실에서 건설한 군사시설의 지붕 모습이 기능 위주로

단순화된 것이라면 서구인 영향이 가미된 것으로 보이는

언더우드 주택, 이태리 공사관, 프랑스 호텔, 한성 사범학

교에서는 전통적이고 상징적인 요소를 지붕 입면전체에

도입한 모습으로 볼 수 있다. 이 집들은 벽체를 양식으로

구성한 다음 지붕형태는 한옥을 모방하거나 이를 간략화

한 모습으로 재해석한 건물이다. 조적 쌓기는 대부분 영

식 쌓기로 목구조가 가지는 구성을 탈피하였으나 지붕모

양에서 함석을 차용한 것으로 보이는 팔작지붕이나 처마

를 단순화시킨 맞배지붕의 건물외형을 보여준다. 많은 건

물에서 기능상의 변화를 수용하는 2층의 구성이 특징적으

로 나타나는데 특히 처마는 조적 선에 맞추거나 짧아져

서 내력벽위에 놓이는 형식으로 변화되어 있다. 지붕이

조적 벽체선 밖으로 많이 돌출되지 못함에 따라 입면구

성에서 비례적으로 위가 가볍게 처리되는 조적조 건물의

특징을 나타내게 된다(H3, H5, H6, H9, H31, H35, H44,

H45).

Figure 19. H28, H29, H30, H40, H42, H63

Figure 18. Adaptation of Brick

11) Lee C. S. (1990). A Study on the Development History of

Architecture for the Past 100 Years in Korea. Seoul: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103.

12) 개화기의 벽돌 구성의 방식(영식 쌓기)을 알 수 있는 사례로는

번사창 이외에도 윤승구 가옥을 들 수 있다. Park S. H. (2010).
ByeokJeon. Seoul: SPACETIME,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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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조적벽과 전통적 디테일

경운궁 궁궐 영역 안에 있고 왕실에서 건축한 건물들

이 보여주는 예로서 양식 건물을 바탕으로 주두, 벽체 난

간에 전통적 디테일을 보여주는 건물들이다. 여기에는 조

적으로 쌓은 아케이드 기둥에 빨간 벽돌과 회색벽돌로 추

정되는 십자형의 조적문양이 있는데 이 시기 여타 양식

건축에서 볼 수 없는 전통적 요소로 여겨진다. 아케이드

입면과 지붕선이 만나는 곳에 돌림띠 장식이 나타나고 다

층일 경우 1층과 2층에 수평 띠를 하였다. 입면을 단순

한 단색 조적으로 처리하지 않고 색깔을 달리 조적해서

전체적인 입면에 변화를 주었으며 왕실상징인 이화문양을

난간 등 건물요소에 표현함으로서 입면을 상징적으로 표

현하고 있다.

이외에도 장식적 모티브들 절충한 입면 중에는 이오니

아식 목조기둥 주두에 이화로 추정되는 꽃문양과 낙양의

전통무늬를 본뜬 화초무늬, 사슴과 소나무 문양이 새겨진

난간 등이 보인다(H26, H27, H37, H38, H60).

V. 결 론

이상의 분류를 통하여 개화기의 건물형은 다음 8가지

입면 형태로 나누어 질 수 있다<Figure 12>.

1. 기존 한옥의 입면 변화가 창호나 세부 요소에 나타

나는 건물

2. 창호에 의한 의도적인 변화가 한옥 입면 전체로 확

대된 건물

3. 측면에 조적을 쌓은 변화를 보이는 건물

4. 전면에도 조적이 나타나 한옥에 구성된 건물

5. 벽체에 목판 벽을 사용한 건물

6. 조적으로 전체입면을 구성하면서 장식적 요소의 사

용이 없는 단순하고 평평한 벽 입면으로 양식화 경향이

적은 건물

7. 양식화된 조적으로 입면을 구성하고 한식적인 지붕

구성을 보이는 건물

8. 양식의 건물을 바탕으로 디테일에서 전통적인 요소

를 반영한 건물

여기서 발견될 수 있는 특징은 한옥을 서구인이 개수

하거나 개축한 경우, 전통적 한옥의 구성에 양식의 입면

요소가 드러나는 것인 반면 신축의 경우에 있어서는 새

로운 시대적 요구에 따른 공공 건축물들이 완전히 양식

건축물을 모방하지 않고 전통적 입면요소를 수용하는 두

가지 큰 흐름으로 압축해 볼 수 있다.

쌍방향적인 상호 절충적 변화 속에서 건물의 구성이 점

차 양식화 됨에도 불구하고 지붕은 한옥의 형태를 고수

한 모습이 개화기 전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

다. 조적조 위에 지붕이 올라가는 경우 팔작지붕이나 맞

배지붕의 형태를 유지하면서도 비례나 형태에서 다양한

변형을 나타내고 있는 점도 이 기간에 나타나는 특징적

모습이다. 전통적인 맞배지붕이나 우진각, 팔작지붕을 모

방하고 있는데 그 용도가 공관, 호텔, 학교, 군사, 주거,

의례와 같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개화기에 보이는 건물의 이러한 기능적 분화는 새로운

건축용도, 기술의 도입과 함께 다양한 입면 스펙트럼을

형성한다. 세부적인 건축요소만을 변형한 한옥에서부터 완

전히 양식화된 건물에 전통의 상징적 요소가 도입되는 다

양한 모습 속에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벽돌과 유리의 사

용이라고 볼 수 있다. 특히 규격화 된 벽돌이 본격적인

건축 재료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한국의 전통적 건축

모습을 근본부터 바꾸어 놓은 것으로 그 파급 효과는 현

재 진행형이라고 볼 수 있다. 즉, 나무에서 벽돌로의 점

진적 변화는 전체 하중을 조립식 구조인 나무부재가 지

지하던 과거의 방식을 탈피해서 일체화된 벽식 구조인 조

적 벽이 지지하게 됨으로서 공간의 계획이나 구축방법에

서 근대적(서구적)인 방식으로 일대 전환하는 모습을 보

여준다. 개별화된 부재를 기반으로 하는 전통의 가구 구

조에서 석재의 특성을 살린 내력벽 구조로의 전환은 개

화기 건축의 입면을 읽는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며 기존

의 전통적 구축방식이 서구적 건축방법과 섞이면서 기존

의 건축문화에 변화를 일으키는 가장 주목할 만한 모습

이라 하겠다. 전통적인 부분과 외래적인 부분이 상호 관

입하면서 절충되는 이러한 모습은 조적벽체로의 전이가

파생한 구축의 변화가 유리창호의 등장과 더불어 입면의

구성요소에서 주요한 변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결국

Figure 21. H26, H27, H37, H38, H60

Figure 20. H3, H5, H6, H9, H31, H35, H44, H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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벽돌에 의한 조적 벽이 내력벽화 됨으로써 여기에 조합

되는 창호와 지붕의 형태에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고 이

것은 유리재의 사용, 함석재를 사용한 지붕의 경량화, 창

호 크기의 변형, 처마의 축소와 같은 변화를 불러일으키

게 되었다. 외형, 특히 입면의 변화에 주로 의지하여 분

류한 이 시기 절충적 한옥의 특성은 전통적 목재의 문화

가 새로이 등장한 외래의 석재의 문화로 변화되는 연결

점을 분명히 드러내고 있다.

끝으로 제한된 사진자료와 문헌으로 한 세기가 지난 시

대의 건축적 상황을 입면의 절충적 모습에 따라 분류하

려한 이 시도는 연계된 연구와 자료 부족이라는 한계가

결론을 일반화하는데 상당한 부담으로 남는다. 차후에 많

은 시각자료의 발굴로 본 연구를 보충하고 더욱 풍부한

연구 성과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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