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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 우리나라 한옥은 지붕재료에 따라 크게 와가, 가, 와, 굴피집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가는 지방 특색에 따라

재료, 경사, 모양, 잇기 방법이 다양하다. 그러나 산업화로 가가 속히 감소하여 이러한 특성을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본 연구는 북부지방의 가의 건축 특성을 알고자 한다. 그래서 북부지방에 지정된 고성왕곡마을을 조사 상으로 선정하

다. 연구는 종합정비 지정 자료를 기반으로 장조사, 문가 주민 인터뷰를 통해 특성을 조사 분석하는 방법으로

하 다.

본 연구 결과 왕곡마을의 가옥의 지붕재료는 와가보다는 가의 비율이 높았다. 그리고 평면은 좌우 돌출형과 겹집형이 다

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정지와 마루 사이에 칸막이벽이 없었다. 한 면의 개구부는 출입을 한 것이 아닌 채 과 통풍

기능을 담당하는 북부지방의 특성을 가지고 있었다. 이러한 고성왕곡마을 가는 지조사를 통해 원형특성을 회복할 수

있는 건물의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주제어 : 북부지방, 가, 민속마을, 건축 특성, 왕곡마을

Abstract  Korea’s traditional hanok houses are roughly divided into tiled-roofed, thatched-roofed, shingle-roofed, and 

oak bark-roofed houses according to their materials. In thatched-roof houses, there are various styles according to 

regional characteristics regarding building materials, slope, shape, and tying method. Unfortunately, as the number 

of thatched-roof houses have been rapidly decreasing since industrialization, it is difficult to find these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houses. 

The study revealed that there was a roofing material a higher percentage of houses with thatched roofs than houses 

with tiled roofs. Furthermore, the plane occupies a large number of left and right protruding types and layered types, 

and there is no partition wall between Jeongji and maru. In addition, the opening in the front has characteristics 

of the Northern region that is responsible for lighting and ventilation, not for access. In the case of thatched-roof 

houses in Goseong Wanggok Village, the field survey suggests that a high percentage of buildings can recover their 

original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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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론

1.1 연 경  목적

우리나라는 주거의 형태가 시작되면서 벼농사의 부산

물인 볏짚을 주택의 지붕재료로 주요하게 사용하 다.

물론 당시에는 오늘날과 같은 볏짚이 아닌 주변에서 구

하기 쉬운 억새나풀 등을 이용하 지만1) 벼농사가발

한 우리나라의 가지붕 형성은 재 남아 있는 유 이

나 다수의 기록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한옥은 지

붕재료에따라 크게 와가, 가, 와, 굴피집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가는 볏짚, 조의 기, 억새, 새풀, 띠풀로 지

붕을 이은 띠집을 통틀어 가라 할 수 있다[1]. 가는

고 작이 아닌 농민 등 서민들의 애환을 담고 있는 가

옥으로 20세기 반까지 우리나라 국에 분포되어 이어

져 왔던 통민가이다. 가는 지방특색에 따라 가의

재료, 경사, 모양, 가 잇기 방법 등에 따라서 다양한 형

태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건축은 주변 환경과 연계되

어 장소성이 나타난다[2]. 그러나 오늘날에는 산업화가

가속화 되면서 가 지붕재료의 조건에 맞는 볏짚의 수

이 어렵고 한 생활과 리가 불편하여 그 수가 감소

하고 있다.

재 가는 민속마을 심으로 문화재로 지정되어

보존 승되고 있다. 국가 요문화재로 지정된 민속마을

은 남지방의 경주 양동마을, 안동 하회마을, 성주 한개

마을, 주 무섬마을이 있고, 부지방의 아산 외암마을

이 있으며 북부지방 고성 왕곡마을, 제주지방의 성읍민

속마을이 있다. 민속마을의 가는 약 1,140동으로 총 가

옥의 50%를 차지하고 있다[3].

Division Thatch Tile Bark
Non-trad
itional

Total

Folk
village

1,140 618 2 590 2,350

Table 1. Thatch of folk village (2017.3) [4]     

국가민속문화재로 지정된 가는 국가에서 매년 가

이엉 잇기 산을 지원하여 보존 리하고 있으나 가

1) 구당서 동이 고려조 : 사는것은 반드시산골짜기를의지하

고 모두 띠로써 집을 덮는데 오직 과 사당, 궁궐, 청에만

기와를 쓴다.

삼국사기 옥사조에 사두품으로부터 백성 까지 골기와를 얹지

못하고 들보를 시 하지 못하며 문과 사방의 문을 만들지

못한다 등을 알 수 있다.

이엉잇기 재료인 볏짚 수 의 문제 등으로 지역의 특색

에 맞게 정비되지 못하고있는 실정이다. 한 가는 지

역 환경과 어울려 생성되었기에 보존 리 방법 한 그

에 맞게 리되어야 하는데 와가와 달리 보존 리 방안

에 한 연구가 미비하고 특히 지역의 특성에 한 조사

연구가 무하여 완 하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

에서도 통가옥을 직 조사할 수 있는 민속마을이 지

정되어 보존된 것은 다행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북부

지방의 가의 건축 특성을 알아보고자 한다. 그래서

국가민속마을로 지정된 고성왕곡 마을을 심으로 한반

도 북부지방 가의 배치형태 구조와 의장 등의 건축

특성을 조사 연구를 목 으로 하며 우리 통가옥의

원형보존에 기여 하고자 한다.

1.2 조사   조사

(1) 조사 상  

국 으로 분포되어 있는 가는 그 지역 특색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북부지방의 가의 건

축 특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그래서 북부지역의 마을

민속마을로 지정되어 보존되어오고 있는 고성왕곡마

을을 상으로 선정하여 조사범 를 결정하 다.

(2) 조사

조사방법으로는 고성왕곡마을 종합정비 연구용역 자

료, 지정자료 등 자료조사를 우선 상으로 하고 왕곡마

을 장조사 등을 통해 가 황 리 황 등을 조사

하 다. 고성왕곡 마을 가 수조사를 하여 아래와 같

이 가의 등 을 정하고 그 원형을 잘 유지하고 보존

상태가 양호한 가를 상으로 연구를 진행하 다.

조사내용으로는 가이엉 잇기 가형태, 가가구

특성, 가물매, 가평면 등을 조사하 다.

조사기간은 2018.3.~4월까지 문화재청 고성군, 지역

주민의 조를 받아 조사를 실시하 다. 한 왕곡마을

의 가원형의기 은 문가 지역주민 자문 인터

뷰 등을 통하여 원형 가를 선정하고 가의 특성 조사

를 하 다.

2. 민 마  현황

2.1 지역별 초가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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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가는 연구자의 기 에 따라 지역 형태

에 다소 차이가 있지만 지역 으로 남부지방, 서부지방,

부지방, 북부지방, 제주지방으로 구분하고 있다[1,5,6].

(1) 남 지  초가

남부지방은 경상남북

도와 남 일부지방을 말

하며 가의 형태는 一 자

형 평면이 체 으로 많

이 분포되어 있다. 3칸

는 4칸 퇴집으로 지어졌

으며 산간지방에서는 2칸

집도 있다. 이들 주거공간

큰방, 작은방, 부엌으로 나

어지며 부엌은 주로 왼

쪽 즉 남향집에서는 서쪽,

동향집에서는 남쪽방향에

치하고 작은방 앞에는

마루를 두었다. 지붕

매기는 일자매기를 많이

한 특징을 가지고 있다

[12,13].

(2) 지  초가

서부지방은 라남북

도와 충청도 일부 지방으

로 남부지방 一자형 3칸

가의 거의 비슷한 형태

를 띠고 있다.

그러나 서부 해안 지방

의 칸은 네칸 는 다섯칸

집을 많이 형성하고 있다.

네칸 집의 평면은 집 앙

에 주로 마루방을 두고 양쪽에 건 방과 큰방을 두었다.

부엌은 왼편에 머릿칸을 두고 모방이나정지방을 만들어

사용한 가옥도 있다. 지붕 매기는 서해안 지방에서 드

물게 볼 수 있는데 마름모매기 기법과 일자매기를 주로

하 다[14].

(3) 지  초가

부지방의 가는 경기도, 강원도, 황해도, 충청도 일

부 지역을 말한다. 부지방의 가 형태는 ㄱ자형, ㄴ자

형, ㅁ 자형 구조가 부분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一자형

도 분포하고 있다. 강원도 산간지방에서는 田자형 주거

형태도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다양한 주거 평면 형태를

가지고 있는 부지방 가는 기후 으로 북부와 남부

간 지역에 해당하는 특수성 때문에 양 지역의 충된

평면 형태로 지어졌을 것으로 추정되기도 한다[15].

(4) 지  초가

북부지방은 한반도 북부지방과 남한의 강원도 지방이

해당되는데 가 형태가 기후 여건에 따라 일반 으로

田자형으로 구성되어 있다. 평면은 각 방과 방을 직 연

결하고 복도나 마루가 없는것이 특징이다. 특히 방과 부

엌 사이에 정주간이 있어 주방작업이나 가족들의 식사

는 휴식 등 지 의 거실과 같은 공간으로 사용하 다.

그리고 一자형 배치도 많이 나타나고 있다[10].

(5) 제주지

제주도는 섬이라는 기후의 특성에 따라 남부와 서부

지방의 형태와 비슷한 一자형과 북부지방의 田자형 가

가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제주도 가의 다른특징은

일반 으로 농사의 부산물인 짚으로 지붕재료를 한 것이

아니라 제주도 원지 에서 얻어지는 자연 가지붕

의 재료인 새를 사용하여지붕을 이은 것이 특징이다. 기

법에 있어서는 강한 해풍을 막기 하여 지붕은 일자매

기를 하고 있는데 육지보다 촘촘히 매는 것과 지붕의 물

매가타지방보다원만한원형을이루는것이특징이다[16].

2.2 고 곡마  연혁  현황

국가 민속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제26조에 의하여 한

국민족의 기본 생활문화의 특색을 나타내는 것 시

는 지역 특색을 나타내는 주거 등을 지정기

으로 정하고 있다. 민속마을은 국가민속문화재 지정 범

주에 속하며 1984년 안동하회마을을 요민속문화재 제

122호로 지정이후 단 민속문화재를 면단 민속문화

재로 확 지정하고 있다.

고성 왕곡마을은 14세기 고려 말 두문 72 한명인

함부열의 손자 함 근이 왕곡마을에 정착하면서 형성된

집성 이다. 왕곡마을의 주민은 농업을 생업으로 하는

서민 사회계층이며 마을은 정착민들이 주거지를 찾고 개

척하여 형성된 의도형 정착마을이다. 이러한 고성 왕고

Southern region thatch[7]

Western region thatch[8]

Central region thatch[9]

Northern region thatch[10]

Jeju region thatch[11]

Fig. 1. Region thatch f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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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은 2000년 1월 7일 국가민속문화재 제235호로 233필

지 180,742㎡면 으로 지정되어 재까지 보존 리 되고

있다.

왕곡마을은 양근 함씨와 강릉 최씨의 집성 으로 풍

수지리상 물길이 도는 안쪽이 길지이므로 안쪽에 먼

주거지가 형성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안길 쪽에 함씨

집성 이 먼 형성되었고 아래쪽에 최씨집성 이 형성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래서 마을의 체 인 배치

를 보면 그림 2와 같이 앙의 개울을 따라 마을 안길을

심으로 가옥들이 자연스럽게 치하고 있으며 가옥과

가옥 사이에 농지를 두고 분산 배치되어 있는 것이 특징

이다. 재 마을 진입구는 가 7동으로 잣거리를 재

하여 식당, 상 , 체험 등으로 활용하고 있다.

왕곡마을은 지정당시 지역주민이 약 138명이었으나

차 감소 추세에 있으며 감소추이는 아래 표와 같다.

Table 2. Population and family of Wanggok Village 

[10,17] 

year ‘86 ‘98 ‘00 ‘01 ‘12 ‘16

population 196 168 138 128 61 55

family 50 52 48 49 46 26

Fig. 2. Layout of Wanggok village[10,17]

2.3 고 곡마  건조  현황 

건조물 황과 가옥의 평면은 문화재청에서 수립한

고성왕곡마을 종합정비 기본계획 수립 보고서(2012년,

2017년) 자료를 참조하 다.

Division
Amount

Family Building

House
Residence 30 86

Non residence 19 53

Non house Public facilities 9 12

Total 60 151

Table 3. Building of Wanggok village [10,17]

고성왕곡마을 건조물 황은 주거시설과 비주거시설

로 구분해보면 표 3과 같이 주거시설이 약 49개소에건물

동수는 139동이다. 비주거시설은 마을회 , 효자각, 정미

소, 교회 등 마을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 9개소

12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에 철거된 변형가옥 2개소

를 포함하면 건조물이 총 60개소이고 건물이 151동으로

되어 있다. 주거시설 재 거주하는 가옥은 총 30개소

로 건물이 86동으로 61.2%이며 비거주가옥은 총 19개소

53동이다.

지붕재료로 보면 와가가 44동 가가 98동으로 가

가 약 58%를 차지하고 있으며 가로만 구성된 가구는

18가구로 조사되었다. 와가의 경우는 팔작이 주류를 이

루고 일부 맞배지붕으로 이루어졌으며 가의 경우에는

우진각, 사모, 맞배 등 여러 형태를 띠고 있다.

마을내 지붕재료 특이한 것은 가옥 안채가 돌기와

로 이루어진 것이 있다. 돌기와 집은 강원도 산간에분포

되어 있던 가옥으로 지 은 거의 찾아보기가 힘들다.

Fig. 3. Stone tile roof of Wanggok village 

3. 고 곡마  초가 현황

3.1 초가현황

왕곡마을의 가는 재 98동이 남아 있다. 마을 가옥

의 구성은 안채, 부속채, 헛간채, 별채 등으로 이루어져

있고 안채가 와가인 경우는 부속채나 헛간채가 가로

이루어져 있다.

가의 평면 형태는 一자형, ㄱ 자형(좌우돌출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약 72동이 ㅡ자형이고 6동이 ㄱ자형이

다. 한 지붕 양식은 맞배, 우진각, 사모 형태를 띠고 있

으며 부분 우진각 지붕형태를 하고 있다.

가의 규모는 부분 안채의 부속 건물로 약 6㎡~15

㎡내외이며 집의 규모에 따라 20㎡내외의 규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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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atched roof layout of Wanggok village 

[10,17]

3.2 나 지  통한 실 초가조사

나 지는 과거 건물이 있었던 지로써 재는 빈터

로 남아 있는 지를 말한다. 지목 분석을 통하여 나 지

황을 조사하고 지 원도 항공사진 등을 통하여 건

물을 추정하 다.

고성 왕곡마을의 1916년 지 원도와 2016년 지 도

조사를 통하여 과거 지목이 지 던 필지는 총 58필지

로 조사 되었다. 건축물이 없는 필지는 그림 5의 b)와 같

이 총 28필지로 조사되었다. 고성왕곡마을 나 지 멸실

가옥 고증은 1989년 조사보고서를 기 으로 1951년 항공

사진, 1991년, 2005년, 2010년, 2011년, 2013년, 2015년,

2016년 항공사진을 조사 분석하 다. 한 1989년 이

멸실 가옥 확인을 하여 주민공통 언을 통하여 확인

한 결과 고증이 가능한 나 지는 14필지, 고증이 불가한

필지가 14필지 다.

a) Layout of building b) Vacant lot

Fig. 5. Building Layout and vacant lot of Wanggok 

village

그래서 고증이 가능한 14필지에 해서 1989년을 기

으로 1916년 지 원도, 1951년 항공사진을 조사한 결

과 모두 가로추정되었다. 그 면우측 돌출형과

면 좌측 돌출형을 확인해 보면 아래와 같다.

① 가옥형태 : 면 우측 돌출형

· 정하기 가옥 (철거됨)

a) 1916 b) 1951 c) 1989

② 가옥형태 : 면 좌측 돌출형

· 정인 가옥 (철거됨)

a) 1916 b) 1951 c) 1989

나 지 조사는 고성왕곡마을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

는 조사 다. 재 건물이 없는 나 지 28필지로 추정할

때 최소 28가구 이상이 있었을것이며그 가로 추정

된 14필지는 당시 가의 규모를 추정할 수 있다.

즉 재공동시설 9필지를 제외한 49필지에 나 지 28

필지를 더하여 과거에는 77필지로 추정가능하다. 가의

동수는 98동에 나 지 조사로 추정된 14필지의 가를

고려할 경우 최소 112동의 가가 존재하 을 것으로 추

정된다. 한 멸실 가옥을 조사하여 멸실된 당시의 가

형태가 돌출형이 부분이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3.3 초가보존 등 조사

고성왕곡마을 가의 평면 형태는 총 19가구 ㅡ자

형이 10가구(53%), 우측 돌출형이 3가구(16%), 좌측 돌

출형이 6가구(32%)로 조사되었다.

가의등 기 은 지조사 문헌조사, 계 문가

자문 마을주민 언에 의하여 정하 다.

가보존 등 은 A, B, C, D 등 으로 구분하 다. A

등 은 원형을 잘 유지하고 보존상태가 양호한 경우를

말한다. B등 은 원형이 부분 으로 변경되고 보존상태

가 완벽하지 못하 으나 비 통 인 변형이 비교 은

경우를 말한다. C등 의 경우는 원형이 비교 많이 변

형되고 보존상태가 양호하지 않은 경우를 말하며 비 통

인 변형이 비교 많이 이루어진 경우를 말한다. D등

의 경우 원형이 완 히 훼손되어 보존상태가 매우 불

량한 경우를 말한다. 이 조사를 통하여 A등 에 해당하

는 가가 고성왕곡마을 가원형에 가까운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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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B등 의 경우는 연구를 더하여 가원형을 찾을

수 있으므로 결과 으로 A~B등 은 고성왕곡마을 가

원형을 회복할 수 있는 것으로 추정하 다. C~D 등 은

변형이 심하여 원형 회복이 어려운 것으로 추정하 다.

아래는 가의 등 조사 결과이다.

Table 4. Rating of Wanggok village thatch

Name Plan Rating Amount

Ham, S. J ㅡ type C 2

Ham, H. S ㅡ type C 2

Ham, S. K ㅡ type B 2

Jinbu ㅡ type A 2

Ham, J. S ㅡ type A 2

Sin, C. M Right protruding type A 2

Ham, S. K ㅡ type C 3

Lee, S. Y Left protruding type A 3

Ham, H. Y Left protruding type B 2

Baegchon Left protruding type A 2

Seong, C ㅡ type A 2

Choi, H. C ㅡ type B 3

Yoon, J. D Left protruding type C 3

Jeon, Y. S Right protruding type B 3

Choe, J. B Left protruding type B 5

Galbeol ㅡ type A 2

Choe, S. H Right protruding type B 2

Choe, Y. S Left protruding type B 2

Jeon, M. P ㅡ type A 2

표 4를 보면 총 19가구 A등 이 8가구(42%)이며

이 ㅡ자형이 5가구(62.5%)이고, B등 은 7가구(37%)

좌우측 돌출형이 5가구(71.4%)이다. C등 은 4가구

(21%) ㅡ자형이 3가구(75%)이며 D등 은 없었다. 그

래서 A~B등 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어 고성왕곡마을

가는 체 으로 양호하며 평명형태가 고르게 원형이

보존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4. 곡마  초가    특

4.1 고 곡마  초가  치

고성왕곡마을 주거시설 49가옥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평면 형태가 겹집형으로 조사되었다. 겹집형 평면

은 형 인 북부지방 가옥 평면형으로 태백산 기를

따라 동지방까지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겹집형 평면

형태는 왕곡마을의 98동 가 ㄱ자형이 32동(82.5%),

一자형이 7동(17.5%)로 분포되어있다. 그리고 ㄱ 자형에

서는 돌출된 부분이 왼쪽에 있는 가옥이 24동(72.7%)로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고있다. 이처럼 돌출된 평면을 구

성하는 원인은 지형에 따라 겨울철 태양열을 많이 받아

들이고 해안에서 불어오는 바람을 차단하는 방풍벽 역할

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오른쪽으로 돌출된 ㄱ자형

의 가옥 부분은 주변 해안가에서 옮겨 이건한 것이라

는 주민의 구 에 의해서 추정할 수 있다.

ㄱ자형 돌출된 곳은 외양간으로 사용되었으며 외양간

부분의 지붕형태는 안채 지붕물매를 그 로 이어 낮게

건립되어 있어 안채 부속건물처럼 보인다. 그리고 고성

왕곡마을 가옥 면 4칸, 측면 2칸의 공간 구성은 정

지와 외양간, 안방과 웃방, 곳간, 마루, 사랑방으로 되어

있다.

4.2 초가  조  규

왕곡마을 가의 규모 형태는 40동의 평균치를 조

사하 다. 그래서 안채와 부속채로 구분하여 기둥의 크

기, 도리의 크기, 서까래 물매, 연목크기, 평크기, 산자

엮기, 가이엉 물매, 가마름이기, 이엉잇기, 새굴매기,

처마 기스락 자르기, 고사새끼 엮기, 연죽에 한 실측을

하여 왕곡마을 가의 구조 특성조사를 하 다.

고성왕곡마을 가의 군새깔기는 청솔가지나 나뭇가

지, 탈곡하고 남은 짚 등으로 군새를 깔지 않고 군새를

두는 두께만큼 가이엉을 올려 물매를 임의로 맞춘 것

이 특징이다. 한 지붕면 간부를 상부보다 두툼하게

깔아 사모형태를 이루는 경우가 많았다.

처마마름 설치가 완료되면 처마로부터 이엉 잇기를

실시하여 지붕물매를 조성하 다. 처마에 올리는 장과

다음장의 이엉은 이엉잇기 건 질러 놓은 속고살로

고정하 다. 이엉의 장(3겹)은 짚의 동부분을 처마

쪽으로 향하도록 하고 장 다음 장(2겹)의 이엉은 동

부분을 지붕 로 향하도록 돌려 설치하 다.

가이엉 잇기는 2단 3겹잇기로 되어 있어남부나

부지방의 경우 5단 3겹 잇기에 비하여 이엉 두께가 다른

지방에 비하여 낮게 조성되었다. 장은 처마마름보다

약 40~50mm 내 어서 처마 체에 돌려 어 가의 형

태를 잡아나갔다.

처마 마름재 에 서까래 방향과 직각으로 지름

10~15mm 크기의 싸리나무 는 작은 나무살 3~5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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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돌려 깔고처마마름재에끈으로묶어고정한것이 이

지방의 특징이며 최근에는 마름발로 25~30mm정도의 각

재를 사용하기도 하 다. 새굴매기는 흙메움을 하지 않

고 평 에 각재를 설치하여 새굴매기를 한 것이 특징

이다.

처마기스락자르기는 45°이상의 각도로 비스듬히 잘라

빗물이 기스락을 타고 안쪽으로 떨어지지않도록 설치하

다. 고사새끼는 등간격으로 지붕면의 후좌우의 처마

끝 산자에 고정시켰으며, 과거에는 고사새끼 설치간격이

재의 1/2(250`300mm)로 촘촘히 엮었다. 이는 바람 등

자연환경의변화에 비하기 한설치방법이었을 것이다.

이엉잇기 완료 후 곱새엮은 용마름을 용마루 에 덮

고 용마름 곱새 양끝의 날새끼를 처마 끝 산자에 고정시

킨 다음 용마름이 바람에 뒤집히지 않도록 용마름 좌우

볏집을 이엉으로 촘촘히 엮은 후 끝을 처마끝 산자에 고

정시켜 설치하 다. 구조 특성은 아래 표와 같다.

a) Roof section b) Elevation

Fig. 6. Structural drawing of Wanggok villag[10]

고성 왕곡마을 가의 구조 특성을 분석한 결과 북

부지방 가의 배치, 평면, 의장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4.3 곡마  초가  건축 특

(1) 치 특

고성왕곡마을은 마을 안길을 심으로 가옥들을 자연

스럽게 배치하 으며 가옥의 방 는 체로 동쪽으로 약

간 기운 남향으로 배치되어있다. 그러나 가옥과 가옥 사

이에 비교 넓은 텃밭이 있어 자연스럽게 가옥들이 분

리 배치되어 있어 좌향 보다는 주변 지세에 따라 조성된

특성을 하고 있다.

(2) 평  특

북부지방 민가의 특성은 양통집과 외양간을 구성하는

게 일반 이다. 고성왕곡마을 가의 가옥평면 역시

부분 이 형태를 띠고 있다. 가옥평면 유형은 ㄱ 자형(좌

우돌출형), ㅡ자형, 외양간 별채형으로 되어 있다.

Division Contents

Column size
Anchae 150×150mm

Busogchae 120×120mm

Dori size
Anchae 150×150mm

Busogchae 120×120mm

Slope of rafter
Anchae 4～4.5chi

Busogchae 3～3.5chi

Rafter size Anchae ￠120mm(85～90)

Chopyeong size
Anchae 60×60mm～

80×80mmBusogchae

Ssanja
yek
gi

Weight
Anchae 40～45mm

Busogchae 30～35mm

Length
Anchae 420～450mm more

Busogchae 350～380mm more

Material
Anchae

Splitting tree
Busogchae

almaeheulg
fill

Anchae
Busogchae

Weight 30mm
more

Min
Weight

Cheoma
–

maleum
(재)

Weight
Anchae ￠40mm

Busogchae ￠30～40mm

Length
Anchae ￠40mm

Busogchae ￠30～40mm

Extension
length

Anchae 600～800mm

Busogchae 500～600mm

Installation
Interval

Anchae
650～700mm

Busogchae

Material
Anchae

Peeled tree
Busogchae

Ins tall
(발)

Weight
Anchae

￠10～15mm
Busogchae

Length
Anchae

700mm more
Min
lengthBusogchae

Table 5. Analysis of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Wanggok village thatch[10]

Gulmaegi Used without filling the dirt timber

straw
thatch
weaving

Layer
Anchae

3 layer
Busogchae

Stage
Anchae

1～2 stage
Busogchae

Overlap
length

Anchae
350～450mm

Busogchae

Thatch
length

Anchae
Min 800mm 1m Stable

Busogchae

Giseu lag
Cutting

Wieght

Anchae weight 300mm
Eaves
section

Busogchae
Wight

200mm이내

Extension
length

Anchae 240mm end of
eavesBusogchae 210mm

Gosa
saekki
Weaving

Method
Anchae

Lattice weaving
Busogchae

interval
Anchae

500～600mm
Busogch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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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구성은 정지(부엌), 안방, 웃방, 도장방, 사랑방, 마

루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지와 마루사이에는칸막이가 없

고 정지와 연 하여 외양간이 치해 있다.

평면 특성은 그림 7과 같이 정지와 마루 사이는 개방

되어 있으며 특이한 것은 마루와 사랑방에는 외부로 통

하는 개구부가 있으나 통행을 목 으로 한 것이 아니라

채 과 통풍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기단 에 섬돌이 없

는 것은 겨울철 바람을 차단하기 하여 면의 개구부

로 출입하지 않고 정지를 통하여 실내를 출입하는 특색

을 나타내고 있다.

정지의 후 벽면은 벽으로 처리하 으며 천장은

서까래가 노출되어 있고 정지와 마루사이에는 칸막이가

없으므로 정지와 외양간, 마루는 공간 으로 서로 연결

되어 있는데 이는 정지의 온기를 외양간과 마루까지

류 시키는 효과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안채 뒤쪽으로는 비교 높은 담장을 둘러 폐쇄 인

성격의 마당을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가옥주변으로 담

장을 둘 으나 문이 없이 개방되어 있다.

Fig. 7. Floor plan of Wanggok village thatch[10]

(3) 특

기단 등은 자연석 바른층 쌓기를 하고 있으며 주 는

자연석 덤벙주 , 기둥은 방형기둥, 납도리로 본채는 3량

과 5량으로 구조 으로 다양성을 가지는 반면 부속채는

3량 구조가 부분이다. 이는 건물이 가로집을 짓는데

용이한 규모의 지붕구조를 선택한 결과로 보인다. 정지

와 마루의 천장은 연등천장, 방은 고미반자하고 있으나

치받이를 하지 않아 산자가 그 로 노출된 것이 특징이

다. 외양간에는 다락을 설치하기도 하 으며 측면에

창을 두고 지붕은이어내린 지붕 형태를 하고있다. 부엌

은 다수의 살림살이를 수납하기 한 공간이 필요한 공

간이다. 그래서 외양간의 하부는 가축이 이용하고 상부

는 안주인이 주도 으로 이용하는공간구성을 하고있다.

이는 외양간을 부엌과 해서 배치하는 북부지방의 공간

구성 특성을 부엌 살림을 한 수납공간의 필요조건과

결합한 결과로 보인다. 사랑방 에 아궁이를 두고 에

지붕을 덧 후 보조 부엌으로 사용되고 있다. 안채와가

는 팔작, 가는 우진각이 부분이고, 부속채는 다양한

지붕형태를 보이고 있다. 담장은 토석담이 일반 이나

에는 가나 기와로 마무리 하 다. 이는 토석담이 우

수에 취약한 것을 보호하기 해서 짚을 이용하는 지붕

구성과 와가의 지붕을 보수하는 과정에서 나온 기와를

이용하거나 기와로 보수한 결과로 나타난 의장 특성으

로 사료된다.

5. 결론

가는 한반도에 사람이 터를 잡고 살면서부터 주거

로써 근 에 이르기까지 이어내려온 우리 민속생활을

알 수 있는 귀 한 문화유산이다. 산업화와 기계화에 따

른 가의 멸실은 우리의 소 한 과거와의 단 을 의미

하므로 그나마 국가민속문화재라는 문화재지정제도에

의하여 민속마을에서 그나마 유지되고 있음은 다행스런

일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는 강원도 북부

지방의 가로 이루어진 민속마을인 고성왕곡마을을

심으로 가의 특성을 확인하 다. 결론으로는

첫 번째, 고성왕곡마을은 와가보다 가의 비율이 높

았다. 가의 배치는 좌우 돌출형과 겹집형이 다수이며

왼쪽으로 돌출된 배치평면을 보 다. 한 돌출된 곳은

외양간으로 사용하고 있었다.

두 번째, 고성왕곡마을의 가의 군새 깔기는 일반

으로 사용하는 청솔가지나 나뭇가지 등이 아닌 가이엉

을 군새 두께만큼 올려 물매를 임의로 맞추고 간부를

상부보다 두툼하게 설치하는 특성을 보 다. 한 가

이엉 잇기는 남부나 부지방보다 낮고 새굴매기 역시

흙메움을 하지 않고 평 에 각재를 설치하는 등 타 지

역과 다른 구조 특성이 나타났다.

세번째, 왕곡마을 가의건축 특성을보면마을안

길 심으로 가옥들을 자연스럽게 배치하고 좌향 보다는

주변 지세에 따라 조성되어있다. 한 가의 평면은 정

지와 마루사이에 벽이 없고 개방되어 있으며 특히 마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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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사랑방의 개구부는 통로가 아닌 채 과 통풍을 한

기능을 가졌다. 정지와 마루 천장은 치받이를 하지 않고

산자가 그 로 노출시키는 반면 가의지붕양식은 우진

각으로 일반 인 형태를 하 다.

이처럼 고성왕곡마을의 가는 타 지역 가와 유사

한 모습을 하고있으나 지역과 기후, 환경에 따라서 나타

나는일상의생활에 합한특성을가지는것을알수있다.

본 연구는 지정된 가의 보존 리가 거의 같은 방식

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강원도 고성왕곡민속마을 가를

조사 연구한 결과로 고유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고 이는 우리나라 북부지방의 가의 지

역 , 구조 , 평면 , 의장 특성을 알 수 있다는데 의

미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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