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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정자의 표준모델 개발

Development of Standard Model for Traditional Pavi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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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 정자의 표준모델은 한국전통의 미를 구현하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할 수 있으며,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모

델을 개발 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한국 전통미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통

정자의 사례조사를 통해 우리 고유의 전통기술을 계승하고 한국정자의 정통성을 보존하면서 생활화, 산업화, 활성화,

세계화 할 수 있는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사례분석과 현대의 트랜드를 고려하여 각 부분별로 계

획을 진행하여 전통정자의 대표적인 유형인 사모정, 육각정, 팔각정에 대해서 표준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다. 표준모델

은 정통성을 고려하면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난간마루를 설치하고 계자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디자인 트랜드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 이렇게 제시된 표준모델은 현재의 디자인 트랜드가 반영된 것으로 추후에는 그 때의 트랜드에

따라 다른 형태로 변경될 수 있다. 이번에 개발된 한국 정자의 표준모델은 한국전통의 미를 재현하면서도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주요어 : 궁궐정자, 사모정, 육각정, 팔각정, 디자인트랜드

Abstract The standard model of Korean pavilions can embody the beauty of the Korean traditional and reflect 
the trend of the times, develop a universal and realistic model, and at the same time promote Korean traditional 
beauty internationally. Therefor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standard model for living, 
industrializing, activating and globalizing Korean traditional pavilions while inheriting our own traditional 
technologies and preserving the legitimacy of Korean pavilions through a case study of Korean traditional 
pavilions. Considering the case analysis and modern trends, the plan was carried out in each part to present 
standard models for the representative types of traditional pavilion, Samojeong, Yukgakjeong, and Palgakjeong. 
The standard model has made some changes in design trends, including the installation of handrails and 
handrails to enhance utilization while considering legitimacy. The standard model presented in this way reflects 
the current design trend and can be changed in different forms depending on the trend at that time. The 
standard model of Korean pavilions developed this time can be said to be a universal and realistic model, while 
reproducing the beauty of Korean tradition.

Key words :
 

Palace pavilions, Squared pavilion(Samojeong), Hexagonal pavilion(Yukgakjeong), Octagonal pavilion 
(Palgakjeong), Design Tr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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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삼국사기(三國史記) 권 27 백제본기(百濟本紀) 중 의

자왕조(義慈王條)를 보면, 망혜정(望海亭)을 세웠다는

기록이 있으며, 옛 문헌인 고래시대 문인 이규보(李奎

報)의 사륜정기(四輪亭記)에는 정자의 공간, 구조, 계획,

기능과 사용실례, 건축사상까지 표현하고 있다. 또한 조

선시대 안견(安堅)의 몽유도원도(夢遊桃原圖)를 비롯한

우리나라 역대 유명 화가들의 산수화에도 정자는 많이

그려졌다[1]. 즉, 정자는 삼국시대부터 풍류, 관망, 휴식

을 위하여 많이 건립 되어졌고, 추모, 기념, 주거, 강학

의 목적으로 건립되기도 해서, 주로 산천이 수려한 곳

또는 농촌의 경작지 한가운데 등의 휴식공간이 필요한

곳에 위치하였다[2].

현재 전국적으로 현존하는 누정, 각 중 문화재로 등

록된 것만도 307개소[3]나 될 만큼 우리생활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정자는 우리의 전통문

화를 대표하는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한국 전통

정자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전통정자의 양식에 대한 이

해가 필요하다. 특히 세계화 및 국제화 시대를 맞이하

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민간 또는 기업차원의

해외교류가 증대되고 있으며, 이와 수반된 문화교류 사

업의 일환으로 한국의 전통정자를 해외에 조성하는 사

례가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4].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

는 많은 세월을 거쳐 조상들이 이루어낸 고유한 전통문

화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그 가치를 존중하고 현대의

공간에도 적용하려는 노력이 있기 때문이다[1]. 국내외

적으로 한국 전통정자의 현대적 계승과 조성의 확대는

한국 전통문화의 진흥 및 발전의 한 축을 담당[5]한다

고 할 수 있으며, 이것은 국가 경쟁력의 향상과도 이어

진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전통정자는 새롭게 조성하

는데 있어서 가격적인 면이나 발주자의 취향과 요구에

따라 디자인이 변하고 있어 전통의 양식의 보존에 대한

논란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이 현실[6]이다. 따

라서 한국 전통정원에 대한 진정성 확립과 보급유형에

대한 기준마련이 요구된다. 또한, 전통을 계승하는 것은

과거의 것을 그대로 재현 또는 모방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현대적 의미로 재해석[7]하고 그 가치를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보다 내실 있는 한국 전

통정원의 저변 확대와 기반을 다지기 위해서는 한국 전

통정자에 대한 진정성 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통정자의 사례조사를 통해 우

리 고유의 전통기술을 계승하고 한국정자의 정통성을

보존하면서 생활화, 산업화, 활성화, 세계화 할 수 있는

표준모델을 개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 정자의

표준모델은 한국전통의 미를 구현하고 시대적 흐름을

반영할 수 있으며,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모델을 개발

함과 동시에 국제적으로 한국 전통미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Ⅱ. 연구의 방법

1. 전통정자의 사례분석

전통정자의 사례를 분석하기 위하여 기초적인 자료

를 수집하였다. 조사대상은 비교적 건립시기, 건축연혁,

건립의 목적이 상세하게 나타나 있는 지정문화재 목록

과 문화재청에 등록되어 있는 문화재를 기준으로 하였

다. 또한, 현존하는 정자들은 거의 14세기 이후에 건립

된 것이 지배적이므로 조선시대로 시간적 범위를 한정

하였으며, 지역은 전국으로 하였다.

2. 정자의 유형별 표준모델의 개발

1) 정자 규모 계획

사례 조사의 결과를 토대로 현재의 상황에 맞는 표

준정자의 규모를 결정하였다. 특히 가장 한국적인 정자

의 모습을 지니고 있는 궁궐에 조성된 정자를 기준으로

하였으며, 시대적 요구에 맞도록 조정하되, 정통성을 유

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정자의 규모는 사모정, 육

각정, 팔각정 모두 주간, 바닥면적, 난간마루면적, 처마

면적을 계획하였다.

2) 구조와 의장 계획

정자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부분의 구조 및 의장을

분석하여 표준 모델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분석

대상 정자는 건축기법이 우수한 궁궐 내 정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였고, 분석 요소는 기단, 초석, 기둥, 내부바

닥, 공포, 보, 처마, 천장, 난간, 절병통, 창호, 단청 등이

다.

3) 단청 계획

단청은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격식과 권위를 나타

내는 목적이 있다. 따라서 단청은 건축물의 성격과 품

격에 따라 무늬와 채색이 다양한 양식으로 구분되며,

건물의 각 부재에 장엄되는 문양의 밀도에 따라 단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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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정자의 건립연대

Table 2. The year of the construction of a pavilion

사모정

명 칭 건립 연대 비 고

애련정 숙종 18년(1692) 건립

청의정 인조 14년(1636) 건립 草亭

승재정 인조 14년(1636)

능허정 숙종 17년(1691) 건립

청심정 숙종 14년(1688) 개건

태극정 인조 14년(1636) 창건

괘궁정

농수정

소요정 인조 14년(1636) 창건

육각정

향원정 1865 중층

상량정 1847 중층

존덕정 인조 22년(1644) 건립,

삼삼와

팔각정

집옥재 팔우정 고종대 건립 중층

탑골공원 팔각정 고종대 건립 왕실 건립

조형양식이 구분되기도 한다. 품격의 높고 낮음에 따라

가칠단청, 긋기단청, 모로단청, 금단청 등으로 나누며,

드문 경우지만 고색을 조채해 채색하기도 한다. 단청의

종류에 다라 품격이 다르므로 건물의 성격과 구조, 주

위환경 등 을 고려해 격에 맞게 칠해야하며 건물의 중

요도가 높을수록 더욱 세밀하고 복잡한 무늬가 화려하

게 펼쳐진다. 본 연구에서는 장수유식하는 곳이라는 정

자의 성격에 맞게 복잡하지 않으면서 단아한 아름다움

을 나타낼 수 있는 격조있는 문양과 색조를 찾아보고자

한다.

Ⅲ. 연구의 결과

1. 전통정자의 사례 분석결과

전통정자들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표1에서 보는 것처

럼 사모정, 육각정, 팔각정과 같은 단칸형 정자들보다 2

칸 이상의 규모를 갖는 정자들이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은 당시의 정자 사용 목적과 용도에 맞추어

규모를 정하였기 때문이다.

단칸형 정자들은 과거보다 오히려 근래에 다양한 목

적으로 더욱 많이 건립되는 추세이다. 금번 용역에서는

단칸의 사모정, 육각정, 팔각정을 대상으로 전통정자 표

준모델을 만드는 것이므로 이들 단칸형 정자들에 대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사모정 18개소, 육각정 7개소, 팔각

정 5개소이다.

이들 단칸형 정자들은 건립된 지역이 서울에 다수

분포되어 있음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궁궐 특히 창덕

궁 후원에 다수의 단칸형 정자가 건립되었기 때문이다.

지방의 경우 단칸형 보다는 규모가 큰 정자가 사용 목

적에 적합하였던 것으로 보이므로 단칸형은 드물게 건

립된 것으로 보인다. 궁궐에서는 왕과 그의 가족들, 혹

은 왕이 신하들과 함께 정사에 지친 심신을 다스리는

장소로 사용되었다. 특히 궁궐에 건립된 정자들은 사용

주체가 왕이므로 대부분 구조와 의장에 격식을 갖추어

지방에 건립된 것들과 차이가 있다. 앞으로 건립되어지

는 정자들은 전통적 구조와 의장에 격식을 갖추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용역에서는 궁궐에 건립된 단칸형 정자

들을 주 연구대상으로 하여 구조와 의장을 살펴보고 표

준모델정립에 참고하도록 하였다.

표 1. 사례조사 대상지리스트

Table 1. List of the case study site

지 역
개 수

사모정 육각정 팔각정 전체

서울 8 2 2 12

경기ㆍ인천 2 2 4

강원도 2 2

충북 1 1 2

충남ㆍ대전 1 1 2

경북ㆍ대구 1 1

경남ㆍ울산 1 1 2

전북 2 2

전남ㆍ광주 2 1 3

합 계 16 6 5 30

2. 사례를 통한 조선시대 정자 구조 및 의장 분석

정자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부분의 구조 및 의장을

분석하여 표준 모델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였다. 분석

대상 정자는 건축기법이 우수한 궁궐 내 정자를 주요

대상으로 하였고, 분석 요소는 기단, 초석, 기둥, 내부바

닥, 공포, 보, 처마, 천장, 난간, 절병통, 창호, 단청이다.

1) 사모정의 구조 및 의장

여덟 개의 창덕궁 사모정 사례들을 살펴보면 주칸은

2,480mm~3,070mm이고, 면적은 6.15㎡~9.42㎡이다. 기둥

은 네모기둥 3개소, 두리기둥 5개소이다. 보는 사용한

곳과 사용하지 않은 곳이 절반씩이다. 공포는 6개소가

초익공형식으로 대부분이고 민도리형식과 소로수장형

식이 각기 한 곳씩이다. 처마는 홑처마 3개소, 겹처마 5

개소이다. 바닥은 모두 우물마루이고, 천장은 연등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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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사례조사 결과

Table 3. Results of the case study

명칭 연대 주간 면적 기둥 보 공포 처마 바닥 천장 난간

사모정

애련정 1692 2,490 6.2 네모 대량 초익공 겹 우물 연등 평

승재정 1830 2,770 7.67 두리 대량 초익공 겹 우물 우물 평

능허정 1691 2,640 6.97 두리 무량 초익공 홑 우물 눈썹 평

청심정 1688 2,650 7.02 두리 무량 민도리 홑 우물 연등 평

태극정 1636 2,480 6.15 두리 대량 소로 겹 우물 우물 평

괘궁정 2,660 7.07 네모 무량 초익공 겹 우물 눈썹 계자

농수정 1827 3,070 9.42 네모 대량 초익공 겹 우물 우물 평

소요정 1636 2,640 6.97 두리 무량 초익공 홑 우물 눈썹 평

육각정

향원정 1865 2,860 21.25 육각 대량 이익공 겹 우물 우물
계자

평

상량정 1847 2,145 11.95 육각 무량 다포 겹 우물 눈썹 계자

존덕정 1644 2,350 14.35 두리 대량 초익공 겹 우물 눈썹 평

삼삼와 정조 1,768 7.76 육각 무량 초익공 겹 우물 눈썹 평

팔각정

집옥재

팔우정
1888 2,450 28.98 팔각 대량 이익공 홑 장 우물

계자

평

탑골공원

팔각정
1902 3,630 63.62 육각 대량 이익공 겹

이 2개소, 우물반자가 3개소, 그리고 눈썹반자가 3개소

이다. 난간은 한 곳만 계자난간이고 나머지 7개소는 평

난간이다. 난간마루는 5개소에는 설치되었으나 3개소에

는 설치되지 않았다.

2) 육각정의 구조 및 의장

육각정은 경복궁에 한 곳, 창덕궁에 세 곳이 있다.

이들을 살펴보면 주칸은 1,768mm ~2,860mm이고, 면적

은 7.76㎡~21.25㎡이다. 기둥은 존덕정 1개소만 두리기

둥이고 나머지 3개소는 육각형이다. 보는 사용한 곳과

사용하지 않은 곳이 절반씩인데, 사용치 않은 곳은 규

모가 작은 편이고 사용한 곳은 규모가 비교적 크다. 그

리고 사용한 대량은 각기 두 개씩을 사용하였고 존덕정

의 경우 보를 이용하여 눈썹반자를 의장적으로 매우 뛰

어난 방식으로 처리해 놓았다. 공포는 2개소가 초익공

형식이고 이익공형식과 다포형식이 각기 한 곳씩이다.

처마는 모두 겹처마이다. 바닥은 모두 우물마루이고, 천

장은 우물반자가 1개소이고 눈썹반자가 3개소이다. 난

간은 단층의 경우 평난간이지만, 향원정의 경우 하층은

평난간이고 상층은 계자난간이다.

3) 팔각정의 구조 및 의장

팔각정은 궁궐에는 경복궁 집옥재에 한 곳이 있고,

궁 바깥이지만 탑골공원의 팔각정도 1902년 고종 즉위

40년을 기념하는 대대적인 행사를 위하여 군악대의 연

주 장소로 당시 궁궐목수에 의해 지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탑골공원 팔각정은 용도상 규모가 다른

정자들에 비해 매우 커서 참고자료로 삼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래서 경복궁 집옥재를 살펴보면 주칸은

2,450mm이고, 면적은 28.98㎡이다. 기둥은 팔각형이고,

보는 대량 한 개를 사용하였다. 공포는 이익공형식이다.

처마는 홑처마이다. 바닥은 장마루이고, 천장은 우물반

자로 되어있다. 난간은 하층은 평난간이고 상층은 계자

난간이다.

3. 유형별 정자계획

1) 정자 규모 계획

정자를 구성하고 있는 주요 부분의 구조 및 의장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각 유형별 표준 모델을 개발하

였다.

2) 사모정

사모정은 주칸 2,700mm로 하고 농수정처럼 난간마

루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계획하였다. 난간마루의 폭은

600mm로 설치하도록 하였다. 공포는 초익공, 처마는

겹처마로 하고 내밀기는 1,350mm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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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기단의 계획

Table. 5. A Plan of the the base

기존 정자

계 획

사모정 육각정 팔각정

재료
자연석,

다듬은돌
다듬은돌 다듬은돌 다듬은돌

단수 외벌대~네벌대 외벌대 외벌대 외벌대

바닥 전돌, 강회다짐
화강석

판석

화강석

판석

화강석

판석

기둥을 기준으로 한 바닥면적은 7.29㎡(2.2평)이고,

난간마루를 포함한 바닥면적은 15.21㎡(4.61평)이며, 처

마 끝부분을 기준으로 한 면적은 32.38㎡(9.81평)이다.

창덕궁 능허정 창덕궁 태극정 창덕궁 농수정

그림 1. 사모정의 규모

Figure 1. Size of the squired pavilion (Samojeong)

3) 육각정

육각정은 주칸 2,400mm로 하고 난간마루를 설치하

는 방식으로 계획하였다. 난간마루의 폭은 600mm로 설

치하도록 하였다. 공포는 초익공, 처마는 겹처마로 하고

내밀기는 1,350mm로 하였다.

기둥을 기준으로 한 바닥면적은 14.97㎡(4.54평)이고,

난간마루를 포함한 바닥면적은 24.49㎡(7.42평)이며, 처

마 끝부분을 기준으로 한 면적은 43.46㎡(13.17평)이다.

경복궁 향원정 창덕궁 상량정

그림 2. 육각정의 규모

Figure 2. Size of the hexagonal pavilion (Yukgakjeong)

4) 팔각정

팔각정은 주칸 1,950mm로 하고 난간마루를 설치하

는 방식으로 계획하였다. 난간마루의 폭은 600mm로 설

치하도록 하였다. 공포는 이익공, 처마는 겹처마로 하고

내밀기는 1,350mm로 하였다.

기둥을 기준으로 한 바닥면적은 18.36㎡(5.56평)이고,

난간마루를 포함한 바닥면적은 28.74㎡(8.71평)이며, 처

마 끝부분을 기준으로 한 면적은 47.60㎡(14.42평)이다.

경복궁 집옥재 팔우정 탑골공원 팔각정

그림 3. 팔각정의 규모

Figure 3. Size of the octagonal pavilion (Palgakjeong)

표 4. 전통정자의 규모

Table 4. The size of the traditional pavilions

주간

(mm)

면 적

바 닥
바닥(난간

마루포함)
처 마

㎡ 평 ㎡ 평 ㎡ 평

사모정 2,700 7.2 2.2 15.2 4.6 32.3 9.8

육각정 2,400 14.9 4.5 24.4 7.4 43.4 13.1

팔각정 1,950 18.3 5.6 28.7 8.7 47.6 14.4

3-2. 구조와 의장 계획

1) 기단

기단은 기존 정자들의 경우 기단이 없는 것, 자연석

으로 만든 것, 다듬은돌로 만든 것 등이 있다. 또 다듬

돌을 사용한 경우 외벌대에서부터 네벌대까지 설치한

경우가 있다. 금번 계획하는 사모정, 육각정, 팔각정 기

단은 모두 재료는 다듬은돌을 사용하고, 단수는 외벌대

로, 기단바닥은 화강석 판석깔기로 계획하였다.

의상대 창덕궁 능허정

창덕궁 취한정 창덕궁 태극정

그림 4. 기단

Figure 4. B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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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초석

초석은 기존 정자들의 경우 자연석을 사용한 것과

다듬은돌을 사용한 것이 있고, 다듬은돌은 사각, 육각,

팔각, 원형으로 각기 기둥에 맞추어 설치되어 있다. 금

번 계획하는 사모정, 육각정, 팔각정 초석은 모두 재료

는 다듬은돌을 사용하고, 형태는 원형으로 계획하였다.

표 6. 초석의 계획

Table. 6. A Plan of the foundation stone

기존 정자

계 획

사모정 육각정 팔각정

재료
자연석,

다듬은돌
다듬은돌 다듬은돌 다듬은돌

형태
사각, 육각,

팔각, 원형
외벌대 외벌대 외벌대

3) 기둥 및 내부 바닥

기둥은 기존 정자들의 경우 평면형태에 맞추어 네모,

육각, 팔각기둥을 설치하거나 평면에 관계없이 두리기

둥을 사용하였다. 금번 계획하는 사모정, 육각정, 팔각

정 기둥은 모두 두리기둥으로 계획하였다. 내부바닥은

기존 정자들의 경우 대부분 우물마루를 설치하였으나

신발을 신고 들어가는 경우에는 강회다짐으로 되어있

다. 금번 계획하는 사모정, 육각정, 팔각정 내부바닥은

모두 우물마루로 계획하였다.

표 7. 기둥 및 바닥의 계획

Table. 7. A Plan of the piller and the floor

기존 정자

계 획

사모정 육각정 팔각정

기둥
네모, 육각, 팔각,

두리
두리 두리 두리

내부

바닥
강회다짐, 우물마루

우물마

루

우물마

루

우물마

루

4) 공포

공포는 기존 정자들의 경우 사모정은 민도리, 소로수

장, 초익공형식이 사용되었고, 육각정은 초익공, 이익공,

다포형식이 사용된 예가 있으며, 팔각정은 이익공이 사

용되었다. 금번 계획하는 사모정, 육각정 공포는 모두

초익공으로 계획하였고, 팔각정 공포는 이익공으로 계

획하였다. 그리고 사모정, 육각정, 팔각정 모두 익공의

쇠서가 없는 물익공으로 계획하여 보다 우아한 느낌이

나도록 하였다.

민도리(창덕궁 청심정) 소로수장(창덕궁 태극정)

초익공(창덕궁 애련정) 이익공(창덕궁 주합루)

그림 5. 공포

Figure 5. Roof-supporting pillar(Gongpo)

표 8. 공포의 계획

Table 8. A Plan of the roof-supporting pillar(Gongpo)

기존 정자 계 획

사모정
민도리, 소로수장,

초익공
초익공(물익공)

육각정 초익공, 이익공, 다포 초익공(물익공)

팔각정 이익공 이익공(물익공)

5) 보

기존 정자들의 경우 사모정, 육각정, 팔각정 모두 보

가 없는 방식과 보가 있는 방식 두 가지가 다 사용되었

다. 보가 없으면 가구가 간결해지고 비용이 절감되는

반면에, 보를 설치하면 구조적으로 보다 안정되고 육각

정과 팔각정의 경우 다양한 천장 구성이 가능해진다.

현대에 들어 보를 설치하는 방식은 목수에 따라 개성있

는 다양한 기법이 사용되고 있다.

금번 계획하는 사모정, 육각정에서는 모두 보를 설치

하는 방식으로 계획하였다. 사모정은 중앙에 하나를, 그

리고 육각정과 팔각정은 구조적 안정성에 유의하여 두

개의 대들보를 건너지르고 그 사이에 H형태로 사이보

를 건너지르도록 계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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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처마의 계획

Table 10. A Plan of the eaves (Cheoma)

기존 정자 계 획

사모정 홑처마, 겹처마 겹처마

육각정 겹처마 겹처마

팔각정 홑처마 겹처마

창덕궁 소요정 창덕궁 애련정

창덕궁 상량정 창덕궁 존덕정

그림 6. 보

Figure 6. Beam(Bo)

표 9. 보의 계획

Table 9. A Plan of the beam (Bo)

기존 정자 계 획

보 없음
사모정

능허정, 청심정,

소요정

육각정 상량정, 삼삼와

보 있음

사모정
농수정, 애련정,

태극정
중앙에 보 설치

육각정
향원정(1개),

존덕정(H형태)
H형태

팔각정
집옥재

팔우정(H형태)
H형태

6) 처마

처마는 기존 정자들의 경우 사모정은 홑처마와 겹처

마가 사용되었고, 육각정은 겹처마, 팔각정은 홑처마와

겹처마가 사용되었다. 금번 계획하는 사모정, 육각정,

팔각정 모두 겹처마로 계획하였다.

창덕궁 소요정 창덕궁 승재정

창덕궁 존덕정 경복궁 집옥재 팔우정

그림 7. 처마

Figure 7. Eaves

7) 천장

천장은 보를 설치하는 방식에 따라 반자의 구성방식

이 달라지는데 기존 정자들의 경우 보가 없는 경우에는

중앙에 눈썹반자를 설치하고 주위는 연등천장으로 구

성하였고, 보를 설치하였을 때는 눈썹반자를 설치하는

경우와 전체적으로 우물반자를 설치하는 경우로 구분

된다. 금번 계획하는 사모정, 육각정, 팔각정은 모두 보

를 설치하는 구조이므로 이에 맞추어 눈썹반자를 설치

하도록 계획하였다. 눈썹반자는 사모정은 사각형, 육각

정은 육각형, 팔각정은 팔각형으로 구성하여 평면과 조

화를 이루도록 계획하였다.

8) 난간 및 난간마루

난간은 기존 정자들의 경우 평난간과 계자난간이 사

용되었는데, 중층의 경우 하층은 평난간, 상층은 계자난

간으로 같이 사용되기도 하였다. 난간마루(헌함)이 있

으면 공간의 할용도가 높아지지만 난간설치 후 구조적

안정성에 유의하여야 한다.

금번 계획하는 사모정, 육각정, 팔각정에서는 공간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모두 난간마루를 설치하였다. 그

리고 난간은 모두 계자난간으로 계획하였는데 이것은

계자각에 판재를 설치하여 의자로 사용하기 위함이다.

소요정 평난간 백화정 평난간 삼삼와 평난간

괘궁정 계자난간 상량정 계자난간 팔우정 난간

그림 8. 난간

Figure 8. F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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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 처마의 계획

Table 11. A Plan of the fence

기존 정자 계 획

난간

사모정
평난간(다수),

계자난간
계자난간

육각정 평난간, 계자난간 계자난간

팔각정 계자난간 계자난간

난간

마루

사모정 있음, 없음 있음

육각정 있음, 없음 있음

팔각정 있음, 없음 있음

9) 절병통

절병통은 기존 정자들의 경우 재료는 석재, 연화조,

동제가 사용되었고, 형태는 평면형태에 따라 사각형, 육

각형, 팔각형이 사용되거나 원형이 사용되었다. 금번 계

획하는 사모정, 육각정, 팔각정에서는 재료는 모두 연와

조로 하였고, 형태는 모두 원형으로 계획하였다..

능허정 소요정 삼삼와 존덕정

괘궁정 태극정 상량정 팔우정

그림 9. 절병통

Figure 9. Rooftile (Jeolbyektong)

표 12. 절병통의 계획

Table 11. A Plan of the rooftile

기존 정자 계 획

재료

사모정 석재, 연와조 연와조

육각정 연와조, 동제 연와조

팔각정 연와조 연와조

형태

사모정 사각형, 원형 원형

육각정 육각형, 원형 원형

팔각정 팔각형, 원형 원형

3-3. 단청 계획

단청은 건물의 벽이나 천장, 기둥 등에 그림이나 여

러 무늬를 그려서 색칠하는 것으로 붉을‘단’, 푸를‘청’이

라는 상반된 두 색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동양학에서 말하는 음양의 원리와도 일맥상

통한다. 기본색으로 청 적 황 백 흑 을 쓰며 이를 오채

라 하고 오행에 맞추어 칠한다. 오행이란 만물을 생성

하고 변화시키는 다섯 요소를 말하는 말로 계절과 방위

개념 그리고 사신(四神)사상과도 연관되어진다. 오행설

을 따라 이렇게 그려지는 단청 빛깔의 아름다움은 우주

만물의 기운이 서로 어우러져 좋은 기운을 자아내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 또 상록하단과 한난교차라는 배색

원리도 있어 자연과의 조화를 염두에 둔 기법이다. 이

러한 단청은 건물의 수명을 연장하고 격식과 권위를 나

타내는 목적도 있다. 따라서 단청은 건축물의 성격과

품격에 따라 무늬와 채색이 다양한 양식으로 구분되며,

건물의 각 부재에 장엄되는 문양의 밀도에 따라 단청의

조형양식이 구분되기도 한다.

품격의 높고 낮음에 따라 가칠단청, 긋기단청, 모로

단청, 금단청 등으로 나누며, 드문 경우지만 고색을 조

채해 채색하기도 한다. 단청의 종류에 다라 품격이 다

르므로 건물의 성격과 구조, 주위환경 등 을 고려해 격

에 맞게 칠해야하며 건물의 중요도가 높을수록 더욱 세

밀하고 복잡한 무늬가 화려하게 펼쳐진다. 주로 정자건

물에는 모로단청이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모로

단청은 ‘모루단청’ 또는 ‘머리단청’이라고도 하며 주요부

재의 끝부 분에만 각종무늬를 넣고 중간에는 바탕색에

긋기로 처리하는 단청이다. 비교적 단순한 구성의 머리

초를 그리는 단청으로 전체적으로 번잡한 화려함보다

는 단아하고 담백한 아름다운 느낌을 준다. 창방 평방

도리 대들보 등에는 양 끝에, 서까래 부연에는 한쪽 끝

에만 머리초를 그린다. 머리초로는 연화 주화 녹화를

배열하고 휘는 늘휘 인휘를 쓰며 바자휘는 거의 사용하

지 않는다. 직휘 또한 먹직휘나 색직휘 등을 사용하며

대량에는 간단한 형식의 병머리초나 장구머리초 등을

시문한다.

그러나 이러한 일반적인 개념 외에도 시대적 상황과

지역적인 특성, 건물의 상징성 등을 고려해서 문양이나

구성을 조화롭게 시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는 표준정자를 개발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으면서 단아한 아름다움을 나타낼

수 있는 격조있는 문양과 색조인 모루단청을 선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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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람정 소요정

태극전 청의정

승재정
존덕정

그림 10. 단청

Figure 10. Decorative colouring

Ⅳ. 결론 및 고찰

본 연구에서는 한국 전통정자의 표준모델을 개발하

여 우리 고유의 전통기술을 계승하고 한국정자의 정통

성을 보존하면서 생활화, 산업화, 활성화, 세계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기단, 초석, 기둥, 내부바닥, 공포, 보,

처마, 천장, 난간, 절병통, 창호, 단청에 대하여 궁궐에

서 사용되던 정자의 디자인을 반영하여 고급스러운 디

자인으로 개발하려고 노력하였다.

사례분석과 현대의 트랜드를 고려하여 각 부분별로

계획을 진행하여 전통정자의 대표적인 유형인 사모정,

육각정, 팔각정에 대해서 표준모델을 제시할 수 있었다.

표준모델은 정통성을 고려하면서도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난간마루를 설치하고 계자난간을 설치하는 등의

디자인 트랜드에 약간의 변화를 주었다. 이렇게 제시된

표준모델은 현재의 디자인 트랜드가 반영된 것으로 추

후에는 그 때의 트랜드에 따라 다른 형태로 변경될 수

있다. 이번에 개발된 한국 정자의 표준모델은 한국전통

의 미를 재현하면서도 보편적이고 현실적인 모델이라

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표준모델은 국내 뿐만이 아

닌 국제적으로도 한국 전통미를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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