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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중 가로경관개선 사업의 하나인 담장에 대한 이론과 담장 디자인 선행 연구를 통

하여 고도에서의 담장에 어울리는 담장 정비 방향을 제언하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선행 연구를 유목화하고, 담장 디자인 

이론을 고찰한 후, 고도 지정 지구의 의의와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례 대상지를 

선정하여 고도담장정비 사례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여러 특성을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담장의 선행 연

구는 담장의 성격 분석, 담장 디자인 원리 응용, 담장 구조·색채와 형태 및 응용, 현대적 재해석, 궁궐 담장, 주택·사찰·마

을의 담장 등 6개 항목으로 유목화되었다.

담장은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중 가로경관개선 사업에 해당하며 시지각적 인지도가 내부 건축물보다 선경험으로 

제공되는 특성이 있다. 고도담장정비 사례 대상지는 고도별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의 구성 분포 비율을 기준으

로 무령왕릉과 인접한 공주시 송산리길 주변 마을을 선정하였다.

공주시 송산리길 주변 마을의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한옥 신축으로 시작되었다. 그러나 담장 정비는 한옥 신축

과 동시에 시행된 게 아니었다. 가로변 건축물 외관 정비 사업으로 추후에 지원과 정비가 이루어진 것이다. 한옥과 담장

이 동시에 설계되어 심의 후 신축되었다면 한옥의 규모 및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는 담장이 되었을 것이지만 서로 기간을 

두고 신청, 설계, 시공되었기에 한옥의 처마와 담장이 대지 경계선에 거의 맞닿아 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공간적으로 

가깝고 높은 한옥 본채와 담장의 배치는 답답하게 닫혀 있는 구조물로 인식된다. 송산리길의 담장 디자인은 고도의 특성

을 나타낼 수 있는 형태와 색상과 재료로 차분하고 은은하며 안온한 분위기를 자아내야 하는데, 날카롭고 옹색하여 난처

한 지경에 놓여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담장 설계 디자인을 먼저 고려한 후, 한옥 본채 설계 디자인을 후순위

로 진행하는 방안의 도입도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사례 대상지인 공주시 송산리길 담장 지원 사업의 문제 요인은 전통 담장이 가져야 할 미적 요건에 상당히 부족하

다. 첫째, 담장의 자연 재료 선정 및 활용에서 미적 의식이 실종되었다는 것이다. 둘째, 디자인 완성도와 조화의 부재이

다. 조사 대상지인 공주시 송산리길 고도담장정비의 문제 요인을 분석한 개선 방향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옥 설계와 담

장·대문 시공 설계 도면을 함께 심의해야 한다. 둘째, 한옥 담장 디자인의 자연석 돌담 일변도를 재검토 진단하여야 한

다. 셋째, 계획·설계 과정에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조정하는 상시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넷째, 한옥의 개별성을 집단

화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문화 자산으로 가치를 높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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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머리말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역사문화도시에 대한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

별법」(약칭: 고도육성법)은 “우리 민족의 문화적 자산인 

고도(古都)의 역사 문화 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육성함

으로써 고도의 정체성을 회복하고 주민의 생활을 개선하

여 고도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기여

함”1을 이 법의 목적으로 하고 있다. 고도육성법에서는 고

도를 구체적으로 경주, 공주, 부여, 익산으로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도보존육성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이 수

립되어 있고, 고도육성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지자체별 고

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고도 이미지 찾

기 사업’이 정책 사업으로 시행되고 있다. 고도의 역사 유

적이 옛 모습을 많이 잃어, 고도의 주거 환경 및 가로경관

개선을 통하여 고도의 역사 문화 환경 이미지를 회복하

기 위함이 그 목적이다. 여기서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고

도 지정 지구 내의 한옥 또는 한옥 건축 양식으로 주택 등

을 신축, 개축, 재축, 증축, 수선 시 사업비를 보조하는 것

이고, 가로경관개선 사업은 고도 지정 지구 내에서 보도, 

소공원, 공공건축물 등 경관 정비, 담장·대문·간판·가로변 

건축물 외관 정비를 보조해 주는 사업이다. 여기에서 ‘고

도담장정비’는 고도 이미지 찾기 정책 사업의 가로경관개

선 중 담장의 외관 정비를 보조해주는 사업을 지칭하는 

용어로 사용되었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대상 지역은 고도의 지정 

지구 내이고, 사업 기간이 2015년부터 2021년까지 7개년

이며 총사업비는 479억 원으로 ’15~’19년까지 예산 지원

된 금액은 409억 원이다. ’20~’21년까지 70억 원의 사업비

가 남은 상태이다. 지역별 지원 현황은 경주 81억 원, 공

주 134억 원, 부여 89억 원, 익산 105억 원으로, 사업 시작

하여 5개년 동안은 공주시가 가장 많고 익산, 부여, 경주 

순으로 지역별 예산이 지원되었다.2

본 연구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중 가로경관개선 

사업의 하나인 담장에 대한 이론과 담장 디자인 선행 연

구를 통하여 고도에서의 담장에 어울리는 담장 정비 방향

을 제언하고자 한다. 담장 디자인의 전통적 가치와 현대

화의 접목 가능성에 대한 기존 학계의 연구와 모색, 제언

이 실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담장 정비에 어떻게 적

용되고 발전하고 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고도로 지정

된 도시의 특성을 나타내는 담장 정비에 경제성을 이유로 

일반 도시의 담장과 같은 규격화 된 디자인을 적용하는 

것은 곤란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고도에 어울리는 바람

직한 방향의 특화된 담장 정비 방안을 강구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및 범위

고도에 어울리는 담장 디자인의 유형별 형태를 모색

하기 위하여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하나인 담장에 대

한 선행 연구를 통하여 연구를 유목화하고, 담장 디자인 

이론을 고찰한 후, 고도 지정 지구의 의의와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내용을 바탕으

로 사례 대상지를 선정하여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현

황과 개선 방안을 여러 특성으로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먼저 담장에 대한 선행 연구를 보면, <표 1>과 같다.

담장에 관한 선행 연구를 내용과 주제로 유목화하였

다. 분류 기준은 조경 직무 수행 과정을 원용하여 계획-

설계-시공-평가-응용의 단계로 준용하였다. 담장의 성격, 

디자인 원리, 구조·색채·형태, 재해석, 입지별 특성 등 5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전통 공간의 담장에 관한 선행 연구의 시사점은 첫

째, 전통 담장의 독보적인 미적 가치를 창의적 계승·발전

시킨다는 전제를 연구 목적으로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전통 담장의 경관 산업적 가능성 모색이다. 이러한 

선행 연구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의 고도담장정

1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조(목적)

2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추진 현황〔문화재청〕. (2020.3.9). URL: http://bitly.kr/QQZXp6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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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담장 관련 선행 연구 주제별 분류

구분 연구 제목 연구자 연구 내용

담장의

성격

한국 ‘조경’과 중국 ‘원림’ 석의에 대한 

연구

반상, 강태호

(2010)
 •한국과 중국의 담장 비교로 내·외향성 특징 분석

담장 

디자인 

원리

담장 문화를 통해 본 한(韓) 민족의 

다문화 감수성 연구(Ⅰ)

김영필 

(2016)

 •도산서원과 산천재의 담장을 중심으로 한민족의 문화적 정체성과 감수성을 자연과 소통

하는 지향성으로 공유

한국 전통 담장의 기호학적 해석
박경윤 

(2008) 

 •전통 담장의 디자인 분석으로 도출된 조형 요소를 기호학적 접근 고찰하여 상징적, 문화

적 의미를 추출

농촌 지역 공간의 벽돌 담장 줄눈에 

나타난 심리적 특성 분석

김대현 

(2012)
 •벽돌 담장 줄눈의 선호에 영향 주는 심리적 변수로 심미성, 안정성, 흥미성 순으로 고찰됨

담장의 시각적 선호성 및 이미지 분석
정성관, 이정

(1994)
 •담장의 시지각적 질을 의식과 선호 재료, 만족 요인, 기능, 심리적 요인으로 분석

옥산서원 경사지 담장의 디자인 원리 

분석을 통한 조경리듬설계 방법론 연구

구민아 

(2016)

 •옥산서원 경사지 담장의 리듬을 디자인 원리로 분석하여 조경리듬설계 방법론에 대한 틀

과 데이터 산출

융복합 담장 디자인 연구
박건규, 김원석, 

김혜진(2018)
 •벽화 기법 적용된 판장형 담장 디자인 제시와 전력, 통신 설비 내장으로 기능의 확장성 제시

전통적인 분위기를 표출하는 담장의 

표현 방법에 관한 기초연구

강철기 

(1996)

 •전통 담장을 형태, 재료, 문양과, 도상, 지표, 상징의 틀로 해석하여 담장의 표현 방법에 적

용하고자 하는 모색

담문양을 응용한 직물 연구 : 조명등을 

용도로 하여

박은정 

(1998)
 •담장에 표현된 전통 문양을 응용하여 직물 조명등의 디자인에 적용

구조· 

색채· 

형태

농촌 지역 주거 경관 구성 요소의 마감 

재료와 재료 색 연구

김소희 

(2017)

 •대상지 선정하여 주거 경관을 근,중,원경으로 도출하고 지붕, 담장, 벽체로 나누어 마감 

재료와 재료 색을 분석

소쇄원 오곡문 담장 구조 형태 해석에 

관한 연구

장익식 

(2014)

 •문헌 조사와 실측, 전문가, 실험을 통하여 소쇄원 오곡문 담장의 구조적 원리를 밝혀 적용

할 수 있는 방안 제안

전통 주거 양식의 대문과 담장의 색채 

비교 분석

이석현 

(2011)
 •한국과 일본의 전통 주택의 대문과 담장 색채, 소재 특성 비교 분석, 색채 개선 방향 도출

하회마을 담장 형태의 변화양상
김동현, 이원호

(2017)
 •하회마을 담장 형태 변화 과정을 4시기로 구분하고 각 특성을 도출

재해석

한국 전통 담장 및 화계 조성 사례 연구
유경상 

(2002)

 •기존 옹벽 대상지를 화계와 꽃담 기법으로 재구성, 장소의 상징성과 전통 요소의 현대적 

공간 창출 실용화 방안 제시

한국 전통담과 그 현대적 재현에 관한 

연구

이윤정 

(2005)

 •서울시 소재의 전통담의 재현을 기능, 물리, 시각 틀에서 분석하고, 현대성 유지하되 한국

적 양식 재현 제안

한국 전통 담장 조형 요소의 모티브를 

통한 현대 건축 디자인 활용 방안 연구

이은랑 

(2012)
 •현대 건축 외부 디자인에 전통 모티브 적용한 디자인 소재 개발과 방향성 제시

입
지
별 

특
성

궁
궐 

담
장(

조
선
시
대)

조선시대 궁궐 담장에 사용된 문양의 

특성에 관한 연구

강미현 

(2010)

 •조선시대 궁궐 담장 문양 종류와 상징성을 공간별로 분류하여 파악, 위엄과 권위의 표현 

특성을 도출

한·중·일 궁궐 건축 지붕부 의장 특성 

비교 연구

김명, 최경란

(2011)

 •장식, 패턴의 상징성을 중심으로 비슷한 시기의 삼국의 궁궐 의장요소를 분석하여 정치, 

사상, 자연 환경에 따라 표현의 차이를 두고 발전함을 도출

창덕궁 후원부의 공간경계요소(담장)에 

관한 연구

조정식, 조진동

(2015)

 •창덕궁 후원 담장의 구성적, 의장적 특징을 고찰하여 자연 환경과 조화, 경사지 단처리, 

위계와 성격에 따른 장식 처리와 단절 담장과 T자 형태의 특성 고찰

조선시대 판장(板墻)에 관한 연구
오준영, 김영모

(2016)

 •원형의 실체가 분명하지 않은 판장을 대상으로 사용 양상과 용례, 구성 요소와 구조에 대

한 실증 및 고찰 

조선후기 전통 가옥 담장의 특성에 관한 

고찰

임도열 

(2013)
 •전통 가옥의 채와 담장의 형태와 기능, 공간의 성격을 전남지방 가옥 대상으로 고찰

주
택, 

사
찰, 

마
을
의 

담
장

韓國 傳統上流住宅의 담장 特性에 관한 

硏究

최재문 

(1999)

 •한국 전통 상류 주택 담장의 성격과 형태를 조사 분석하여 특성을 고찰하고 내재된 정신

을 도출

경상북도 전통 마을의 담장 형태와 기능 

분석

장준원 

(2007)
 •문헌 조사로 대상지 선정하고 재료, 규격, 형태, 기능으로 담장의 구성과 역할을 분석

韓·中 傳統庭園 空間에서의 담장 특성 

비교 

김선희 

(2007)

 •한국 호남지방과 중국 강남지역을 중심으로 비슷한 기후대와 시대를 대상으로 주택 정원 

담장의 특성 고찰로 전통 정원의 배경 이해 증진

전통 민가와 사찰에 나타난 꽃담의 

형태와 상징성 연구

고유라, 신상섭

(2016)

 •전북 문화재를 대상으로 꽃담의 형태, 기능, 재료, 문양을 고찰하여 현대 공간에 꽃담을 

모티브로 한 인식 제고와 계승 방안 모색

한국 사찰 담장의 형태와 문양에 관한 

연구

이예진 

(2002)

 •대상지 사찰의 담장을 진입 공간, 주공간, 부속 공간으로 구분하여 위치와 규모, 문양을 

고찰, 전통조경의 담장 도입 자료 제공

“옛 담장” 등록문화재의 활용 방안 연구
이민석, 정성미

(2009)

 •정읍 상학마을을 중심으로 옛 담장의 의미와 상징체계 분석과 문화콘텐츠 발굴로 스토리

텔링 활용한 장소마케팅 가능성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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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사례 연구 결과를 연결하여 파악한다면 학계와 현장이 

별개일 정도로 적용 및 반영의 구체성이 낮았다. ‘고도 이

미지 찾기 사업’ 의 시행 과정을 평가하는 연구가 필요한 

까닭이다.

Ⅱ.  담장 디자인과 ‘고도 이미지 
 찾기’

1. 고도 담장 디자인 이론 고찰

1) 담장의 의미망

담을 한자로 장(牆)이라 쓴다. 그러니까 담장은 담이

라는 우리말과 장이라는 한자가 합쳐진 단어이다. 건축

용어대사전에 의하면 “담장은 집의 둘레에 둘러막아 쌓은 

벽처럼 만든 것으로서 대지경계·도난방지를 목적으로 하

는 건축부속 공작물의 하나”라고 정의하고 있다.3

건축적 의미로서의 담장은 대지 경계, 방어와 보호, 

동선 유도, 공간 분할, 사생활 보호, 건물의 상징적 의미 부

각, 건물과 건물의 연계, 진입 유도, 장식, 조경 요소, 조상 

숭배 영역 확보, 기후 조절, 조영자 의지 등을 반영한다.

한옥에서의 담장의 기능은 대지 경계 요소, 시야의 

개방감, 경관 요소로 크게 나눈다.4 경계 요소로서의 담장

은 주변 또는 인접 도로에 면한 담장의 위치와 높이 기준 

등을 참작하고 안전과 사생활 보호 기능을 고려한다. 시

야의 개방감은 살창 등의 창호 설치로 개방성을 확보하고 

차경을 감안한다. 경관 요소로의 기능은 담장의 다양한 

문양과 재료를 통한 입체성과 화단 등 최소한의 식재 확

보를 통한 경관성을 배려한다.

담장의 기능을 건축적 분야와 한옥 공간에서의 측면

으로 축약하여 살펴본 것처럼 담장은 중의적 의미망을 지

닌다. 둘러싸서 외부와 내부를 단절시키거나 소통시킨다. 

담장의 태생적인 속성은 ‘막는다, 둘러싼다’는 개념이지

만, 기능은 가리거나 보이게 하는 순환의 과정이다. 그래

서 담장의 의미망은 건축의 개념에서 문화의 개념으로 확

장된다. 문화로서의 담장은 지리와 지형, 기후, 재료, 기의 

흐름, 신분과 지위, 종교와 사상 등의 다양한 배경 요인에 

따라 변화를 수반하고 만들어지며 유지·계승된다.

2) 전통 문양의 상징성과 담장의 문양

담장의 조형성은 전통 문양에서 더욱 뚜렷한 미적 

체계를 확보한다. 전통 문양은 상징적 사고의 산물이다. 

공간의 표정을 다양하게 표현하여 경관을 풍부하고 생동

감 있게 만든다. 아름다움의 추구와 의지의 표현, 주술적 

의미가 담겨 있으며 시대성, 종교, 사상, 예술성을 포함하

여 사회적, 문화적 현상을 담보한다. 이러한 전통 문양은 

인물문, 동물문, 식물문, 인공물문, 자연문, 문자문, 기하

문 등 형태별로 나눌 수 있다.5 전통 문양을 소재와 상징 

의미, 명칭의 다중의미소로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기도 

한다.6 이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첫째, 전통 문양의 소재가 주는 의미이다. 이는 정신

세계를 받쳐주고 있는 신화와 전설과 염원과 이상을 향한 

욕구와 감정을 대신 말해주는 언표이다. 둘째, 전통 문양

의 상징 의미이다. 상징은 현실의 구체적 실현 의지를 표

현하는 사상이다. 스토리텔링과 의미 요소가 인간 중심

적인 삶의 가치를 내면화하여 의식을 풍요롭게 한다.

셋째, 전통 문양 명칭의 다중의미소이다. 명칭의 한

자명을 중국어 발음과 유사한 한자로 치환하는 언어의 유

희이다. 언어가 지닌 다중의미소를 즐겁게 일상에서 나

누는 즐거움에 해당한다.

이와 같은 상징에는 동아시아 삼국의 문명에서 빠질 

수 없는 음양오행, 풍수지리, 유·불·선 등의 맥락이 저변에 

3 김평탁 편저, 2007, 『건축용어대사전』, 기문당, p.287.

4 이강민 외, 2014, 『한옥활성화를 위한 신한옥 모델개발연구(3) - 마당, 담장, 대문, 그리고 설비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51~96.

5 장수경, 1994, 「한국전통문양의 유형에 따른 분류에 관한 연구」, 『복식문화연구』, 12(2).

6 허균, 2016, 『전통 문양』, 대원사, pp.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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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도히 흐른다. 따라서 전통 문양에 대한 인문학적 접근은 

전통 담장 디자인의 해석과 변용,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접근 방법이다. 전통 문양을 담장 디자인에 

변증법적으로 재생산하는 발전적 변용이 필요할 것이다.

전통 담장 문양의 형성은 자연 재료의 활용에 따라 

표현되는데 크게 토담과 토석담, 사괴석담, 벽돌담(꽃담)

으로 구분할 수 있다. 토담은 황토를 주재료로 볏짚, 억새

를 섞고 중간에 돌이나 기와 파편으로 곡선, 수평선, 파상

선 등의 무늬를 넣어 질박하고 정감 있는 문양을 표현한

다. 토석담은 흙과 돌을 주재료로 줄 또는 면적으로 구획

하거나 크기 변화로 문양을 기획한다. 본 연구의 조사 대

상지에 가장 많이 출현하는 문양이다. 사괴석담은 석회

로 화장줄눈을 치거나 장대석의 사용으로 문양을 만드는

데 구조적으로 튼튼하고 통일미가 돋보인다. 벽돌담(꽃

담)은 벽돌을 주재료로 사고석, 돌, 와편을 응용하여 꽃담

으로 다양한 문양을 표현한다. 문자도와 상상도, 십장생, 

당초문 등의 무늬가 형상화된다.

3) 전통 담장의 조형 의식

한국인에게는 고유한 풍토와 문화적 특수성에 의해 

축적된 조형 원리와 조형 의식이 있다.7 한국 전통 조형 

의식의 특징은 삭힘, 탈기교의 맛과 멋, ‘허’의 조형 의식, 

둥근 형태의 조형 의식, 담백함의 조형 의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8

전통 정원 공간에서 담장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비교한 항목은 대상 공간 위치, 담장 시설의 규모와 구조 

및 형태, 담장 디자인 요소, 담장의 기능과 역할이었다.9 

특히, 자연 재료에 의한 마감 효과와 지형에 순응하는 자

표 2 전통 문양의 소재와 상징

소재별 분류 상징별 분류

짐승
용, 거북, 기린, 사슴, 원숭이, 토끼, 박쥐, 호랑이, 사자, 백호, 

청룡, 해치, 고양이, 코끼리
자연 현상

삼족오, 두꺼비, 토끼, 뇌문, 동심원문, 칠성문, 화염문, 

구름문, 우점문

조류
봉황, 공작, 닭, 까치, 학, 기러기, 삼족오, 주작, 오리, 백로, 

원앙, 꿩, 금계, 가릉빈가
길상 벽사

용, 봉황, 거북, 기린, 팔보, 팔길상, 쌍희자문, 구름문, 

세한삼우, 사군자, 만자문, 여의, 돈, 원보, 삼다, 까치, 원앙, 

귤, 코끼리, 경, 호랑이, 사자, 방승, 버드나무, 복숭아, 팔괘문

어패류 잉어, 물고기, 메기, 대합, 새우, 조개 다산 기자
포도문, 석류문, 백동자문, 연밥 동자문, 참외, 호박, 오이, 

난초, 가지

곤충 매미, 나비 수복 장수

송죽문, 호로박, 수자문, 복자문, 박쥐, 파도, 나비, 반장문, 

사슴, 소나무, 영지, 학, 복숭아, 땅콩, 만자문, 바위, 불수감, 

대나무, 백수자, 백복자, 거북, 덩굴 식물, 고양이, 부용

양서류 개구리, 두꺼비 공명 출세
수탉, 맨드라미, 파도, 원숭이, 잉어, 서책, 공작, 사슴, 

느티나무, 청동솥

식물

모란, 연, 소나무, 대나무, 매화, 난초, 국화, 석류, 복숭아, 

불수감, 영지, 호박, 호로박, 땅콩, 인동, 당초, 보상화, 파초, 

참외, 가지, 오이, 포도, 버드나무, 느티나무

부위 유여 모란, 물고기, 부용, 사슴, 봉황, 돈, 팔보

광물 바위, 산 부부 화합 원앙, 기러기, 연꽃, 쌍어, 오리

기물 여의, 보병, 돈, 기와, 청동기, 악기 가내 평안 보병, 여의

기하/문자/기타

만자문, 수복자문, 아자문, 쌍희자, 백수자, 방승, 거치문, 

원문, 뇌문, 여의두문, 연환문, 구름, 팔보, 암팔선, 흉배문, 

귀면, 산호

명칭과 상징

박쥐-행복, 연꽃-연생, 부용-부, 불수감-행복, 코끼리-길상, 그릇-화합, 수선화-신선, 바위-장수, 계화-부귀, 덩굴(만)-자손만대, 사슴-봉록, 수탉-공명, 난초-자손, 

파-총명, 대나무-축수, 파도-조정, 맨드라미(계관화)-관직, 원숭이-제후, 귤-대길, 물고기-유여, 경-경사, 부채-선, 고양이, 나비-장수

7 오인욱, 2004, 「한국의 현대 실내공간에 나타난 한국적 조형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지다인학회논문집, 13(5)

8 김영기, 1991, 『한국인의 조형의식』, 창지사, pp.349~391.

9 김선희, 2007, 「한·중 전통정원 공간에서의 담장 특성 비교 – 한국 호남지방과 중국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148~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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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재에 의한 마감색을 한국 전통 정원의 담장 특성으로 

파악하였다. 반면에 중국 원림 공간의 담장은 인위적 재

료의 다양한 마감과 백색 위주의 담장 바탕의 획일성, 담

장 전면의 수식 요소에 투창, 풍창, 개구부 형태로 시각적 

변화를 구사한 담장 디자인이라고 분석한다.

전통 담장의 디자인 요소를 현대 담장 디자인으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로는, 전통 담장의 디자인적 조형성에 

초점을 맞춰, 전통 담장을 분류하고, 사례 조사한 후, 모

티브를 분석하고 응용과 활용을 피력한 것이 있다.10

이 연구에서 모티브 유형 분류는, 세로축으로 자연

적인 것과 인공적인 것으로 하고, 전통적인 것과 현대적

인 것을 가로축으로 하여 모티브 개념으로 전통을 응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였다. 보다 전통적인가, 자연적인

가, 보다 인공적인가 현대적인가, 자연적이면서 현대적인

가, 인공적이면서 현대적인가 등으로 유기적인 조합이 가

능한 담장의 유형 분류 방식이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고도육성법’에 따른 고도담장정비의 조형 의

식은 자연 재료 마감과 지형 순응 색감을 밑바탕으로 삼

아야 한다. 전통 담장 디자인의 자연적인 것과 전통적인 

것의 조형 요소를 유기적으로 발전시키는 재해석 방향을 

고도담장정비의 기본 틀로 설정하여야 한다.

2. 고도 보존육성지구와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1) 고도 지정 지구

고도 지정 지구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

법」 제10조(지구의 지정 등)에 근거한다.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로 나눈다. 특별보존지구는 원형 보존과 원

상회복의 지역이고, 보존육성지구는 고도의 역사 문화 환

경을 보존·육성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말한다. 이는 기존 

문화재 보존이 문화재 자체를 다루는 데에서 나아가, 공

간적 범위를 규정하여 보존하는 사회적 패러다임의 변화

에 기인한다. 아울러 지역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정책을 

위하여 고도 지정 지구를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

로 구분하여 보존과 육성의 개념을 구체적으로 발전시킨 

것이다.

고도별 지정 지구의 면적을 보면 특별보존지구의 면

적은 경주, 부여, 공주, 익산의 순으로, 보존육성지구의 

면적은 부여, 익산, 공주, 경주의 순으로 크게 나타난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보존육성지구를 대상으로 하는

데, 고도별로 보존육성지구가 차지하는 상대적 비율은 익

산(75.8%), 공주(44.1%), 부여(34.7%), 경주(21.8%)의 순

으로 나타난다. 경주는 특별보존지구가, 익산은 보존육

성지구가 상대적으로 면적이 크다.

문화재청의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고도 지정 지

구의 보존육성지구와 맞물려 있다. 규제 중심에 따른 노

후화와 재산권 침해를 상생의 차원에서 지원해주기 위한 

그림 1 전통 담장을 모티브로 현대 디자인 유형 분류(이은랑 2012: 87). 표 3 고도 지정 지구의 면적과 고도별 비율(이민경 외 2016: 17) 

(단위 : m2)

지구 지정 경주 공주 부여 익산

특별보존 

지구

2,167,000 

(78.2%)

1,144,883 

(55.9%)

1,910,000 

(65.3%)

293,000 

(24.2%)

보존육성 

지구

604,000 

(21.8%)

901,941 

(44.1%)

1,014,000 

(34.7%)

920,000 

(75.8%)

계 2,771,000 2,046,824 2,924,000 1,213,000

10 이은랑, 2012, 「한국 전통 담장 조형요소의 모티브를 통한 현대 건축디자인 활용방안연구」, 한양대학교 이노베이션대학원, 석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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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 환경 및 가로경관개선 사업으로 고도의 지정 지구 

내 경관과 조화되게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고

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고도 지정 지구 내의 보존육성지

구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정책 사업이다.

2) 보존육성지구의 주거 환경 및 가로경관개선 사업

주거환경개선 사업으로는 한옥과 한옥 건축 양식으

로 구분하여 단독주택, 근린생활시설로 나누어, 신축·개

축·재축·증축, 수선·대수선에 따라 차등 지급한다. 가로경

관개선 사업으로는 담장·대문, 가로변 건축물 외관 정비, 

간판 시설로 나누어 지원한다.

한옥 인허가 현황 분석을 보면, 2011년부터 2015년

에 건축된 한옥은 총 7,345채이며, 건축 인허가 대장상 ‘목

조’ 구조이며 ‘기와’ 지붕인 건축물(12,006채)의 약 61.2%

를 차지한다고 조사하였다. 용도는 주택이 47.6%(3,497

채)로 가장 많았으며, 근린생활시설이 31.9%(2,345채)의 

순으로 나타났고, 건축행위로는 신축이 63.7%(4,676채), 

증·개축은 32.9%(2,417채)로 조사되었다.11 주거로서의 

매력과 한옥의 신축에 대한 관심의 증폭 정도를 짐작할 

수 있다.

신축 못지 않게 한옥의 수선 지원 제도에 힘입어 증·

개축도 활발한데, 지자체별 한옥 수선 관련 조례를 조사

하여 차등 지원 내용을 밝힌 바 있다.12

3)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중 가로경관개선 사업에 해

당하는 담장은 보통 대문과 함께 분류되어 사업이 진행되

고 있다. 담장·대문은 최대 2천만 원, 가로변 건축물 외장 

정비는 최대 3천만 원(간판 시설 포함), 간판 시설은 최대 

2백만 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세부적인 허가 기준과 심의 

기준이 정착되지 않아 지원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는 방

안을 지속해서 보완할 필요가 있다. 여기서는 고도 경관 

관리에서 상대적으로 소홀하게 다룰 수 있는 담장을 경관 

관리 내용으로 논의를 펼치고자 한다.

담장은 경관으로 인식하는 정도가 크고, 시지각적 

인지도가 내부 건축물보다 선경험으로 제공되는 특성을 

보인다. 담장은 외부 경관 전체의 질서에서 강조되거나 

조화를 이끌어, 전통주거공간의 조형적 특징을 돋보이게 

하며, 시지각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고 하였다.13

국내 법령 및 조례에서 한옥의 정의에는 목구조, 재

료, 지붕(한식기와), 전통양식(전통미), 지구 단위 계획 

내, 기타사항(자연재료, 건축 기준, 전통도시한옥, 친환경

자재)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14 특히 전주시의 조

례에는 “전통도시한옥이라 함은..., 목구조 전통 양식을 

유지하고 있는 건축물과 대문·담장 등을 총체적으로 칭

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어, 다른 지자체에서 ‘부속시설’로 

대별하는 것을, 대문·담장이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한 유일

성을 찾을 수 있다.

그림 2  공주시 고도 지구 지정 현황(문화재보존관리지도, http://gis-heritage.

go.kr/re, 『문화재청』).

11 고영호·구본현, 2017, 「한옥정책 브리프-2011~2015 한옥 인허가 현황 분석」, 건축도시공간연구소.

12 진태승 외, 2017, 『한옥 수선 지원제도의 실효성 제고 방안 연구 – 지붕수선을 중심으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49~50.

13 김영희, 1989, 「傳統住居空間의 視知覺現象에 관한 硏究」.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115~116.

14 이강민 외, 2012, 『한옥활성화를 위한 신한옥 모델 개발 연구(1) - 한옥 생활공간 리모델링 매뉴얼 개발 -』,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29~30.



261		역사문화도시 공주의 고도담장정비 사례 연구

4) 고도 담장 디자인 정비 원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

법)에서는 역사 문화 환경 보존을 위하여 지구를 지정하

여 관련 지구에 대한 규제 내용을 정하고 있다. 국토계

획법에 의해 지자체는 ‘도시계획조례’를 통해 세부 내용

을 정하는데, 4개 고도 중 담장 관련 사항을 보면, 공주

시는 제37조에서 시행규칙으로 ‘건축물, 담장, 대문의 양

식·구조·형태·색채 및 건축재료 등을 제한할 수 있다.15 

(개정 2014.12.15. 2018.4.24.)’고 명시하여 운영하고 있

다. 가령 경주시의 ‘도시계획조례’는 좀 더 구체적으로 명

시하고 있는데, 담장의 형태는 토담장, 자연석 담장, 사괴

석 담장, 전벽돌 담장, 전통문양 담장으로 하여야 함을 원

칙으로 하고 담장의 상부에는 토기와 잇기로 하여야 한다

는 규정을 운영하고 있다.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 [시행 2019.09.10.]16

 제54조(대문ㆍ담장 및 설비 등의 형태) 특화경관지구

에서의 대문 및 담장의 형태는 영 제72조 제2항에 따

라 다음 각 호에 적합하게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2019.9.10>

 ① 특화경관지구 안에서 건축하는 건축물의 대문형태는 

한국고유의 건축양식으로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며 

본건물에 조화되는 구조 및 형태로 하여야 한다.

 ② 대문 지붕의 양식은 합각·모임 또는 맞배지붕으로 하

여야 한다.

 ③ 담장의 형태는 토담장, 자연석 담장, 사괴석 담장, 전

벽돌담장, 전통문양담장으로 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

고, 담장의 상부에는 토기와 잇기로 하여야 하며 구조 

및 기능상 불가피 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형태의 담장

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특화경관지구 안에서는 세탁물건조대, 장독대, 철조

망, 그 밖에 위와 유사한 시설물을 도로에서 보이게 설

치할 수 없으며, 굴뚝환기설비 등 그 밖에 유사한 것을 

건축물의 전면에 설치할 수 없다.

 제55조(건물의 색채) 특화경관지구에서의 건축물의 색

채는 영 제72조제2항에 따라 원색으로 하여서는 아니 

되며 경관과 도시미관에 조화되는 색상으로 도색 하

여야 하며, 시장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부적합하다

고 인정되는 색상은 이를 시정조치 할 수 있다.<개정 

2019.9.10>

‘고도육성법’에서 담장 관련 해당 내용은, “건축물 등

의 지붕, 담장 및 대문은 해당 고도의 특성을 나타낼 수 

있는 형태, 색상,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라고 허가 기준

을 제시하고 있다. 보조금 지원대상인 한옥 및 한옥 건축 

형태에 대한 기준은 크게 배치와 형태, 구조, 재료, 지붕, 

외벽, 창호, 난간, 마당과 내부 공간, 담장과 대문, 설비 시

설 및 옥외 광고물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명시하고 있

다. 일반 경관 관리 기준과 비교해 비용이 지원되는 한옥 

및 한옥 건축 형태에 대한 기준은 상세하게 되어 있으며, 

이미지와 그래픽 등의 시각 자료를 사용하여 이해도를 높

이고 있다.

공주시청의 보존육성지구 내 2012년~2016년 7월까

지 심의일자 기준으로 행위허가 신청 건수는 총 102건으

로 이 중 한식 담장 및 대문 설치에 대한 사항이 23건이

다. 담장 및 대문 설치의 경우, 1건을 제외한 22건이 한옥 

신축과 동일한 건축주 및 대지에 의해 신청된 사항으로 

집계되고 있어, 한옥을 신축하는 대지에서 건축주가 담장

과 대문을 일괄하여 신청하는 경향성을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한옥 설계 심의를 따로 하고, 담장과 대문 설계 심

의 또한 따로 심의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한옥과 담장, 

대문 설계를 일괄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15 공주시 도시계획 조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0.3.10). URL: http://bitly.kr/lhZmLlhD

16 경주시 도시계획 조례〔자치법규정보시스템〕. (2020.3.10). URL: http://bitly.kr/UEwXQzq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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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도 담장 정비 사례

1. 대상지 선정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담장 정비 사례 대상지는 

고도별 특별보존지구와 보존육성지구의 구성 분포 비율

을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지나치게 특별보존지구의 구

성분포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경주시(7.8:2.2)와, 보존육

성지구의 구성 분포 비율이 큰 익산시(2.4:7.6)를 제외하

고 비교적 고른 구성 분포를 보인 공주(5.6:4.4)와 부여

(6.5:3.5) 중, 가장 고른 구성 분포 비율을 보인 공주시를 

선정하였다.

공주시는 고도 중에서 사업 추진이 가장 활발한 지

역으로 꼽히고 있다.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이 시행된 

2015년 이후로 한옥 건축 및 담장 설치, 건축물 외관 정비 

등의 신청 접수가 급격하게 증가하였고, 경관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다.17

공주시의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에 의해 변화된 고

도 정비 사례 대상지로 무령왕릉과 인접한 공주시 송산리

길에 이어진 소향각 주변 마을을 선정하였다.

<사진 1>에서 보듯이 공주시 송산리길 주변 마을

의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한옥 신축으로 시작되었다. 

사업 시행 이전인 2013년과 사업 시행 이후인 2015년의 

경관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다. 사진 아래의 좌우 사진(사

진 1C, 1D)은 2020년의 송산리길 경관의 변화를 카카오

맵과 드론 촬영으로 비교한 것이다. 그러나 담장 정비는 

한옥 신축과 동시에 시행된 게 아니었다. 가로변 건축물 

외관 정비 사업으로 추후에 지원과 정비가 이루어진 것이

다. 본 사업의 사고방식과 실행 논리 사이의 독특한 진행 

과정을 파악할 수 있는 대목이다.

공주시는 문화재 보호 위주의 정책으로 인해 낙후

된 문화재 주변 주거 환경과 고도 경관을 개선하기 위하

여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대상지를 확대하였다. 문화재

청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하기 때문에 5년간 양도, 교환, 

담보의 제공 등 재산 처분이 제한되며, 부동산 소유권 등

기 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보조금이 지원된 시설물임

을 밝히는 부기 등기를 해야 한다는 전제를 고지하였다.

2. 담장 정비 사례 현황과 문제점

일반적으로 한옥의 담장이나 외벽의 가로경관개선

은 전통 담장으로의 교체 작업 등으로 표준화되는 추세이

다. 한옥 담장과 외벽 공사는 전통 재료를 사용하여 전통 

무늬와 장식을 구현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 전통적인 

한옥의 벽면 구성과 비례, 창호 문양 등에 준하여 계획한

다는 것이다.18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담장과 외벽의 

개보수 동향도 이의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담장의 높이는 인접한 한옥의 외벽을 고려하고, 그 

너머로 한옥의 몸체가 드러나도록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

다. 외부와 지형 차이가 있으면, 담장 높이는 지형에 맞춰 

단을 두는 방식으로 쌓는 것을 장려하고 있다.19

담장 정비 사례 대상지의 현황 조사는 공주시 송산

A

C

B

D

사진 1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시행 이전과 이후의 경관의 변화(공주시 송산리

길 주변 마을). A : 사업 시행 이전(공주시 송산리길, 카카오맵 2013년 7

월), B : 사업 시행 이후(공주시 송산리길, 카카오맵 2015년 12월), C : 

공주시 송산리길 경관 변화(카카오맵, 2020년 2월), D : 공주시 송산리

길 경관 변화(드론 촬영 2020.3.11.).

17 이민경 외, 2016. 『역사문화도시 경관관리체계 개선방안 연구-고도 보존육성지구를 중심으로-』,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69~72.

18 이강민 외, 2014, 『한옥활성화를 위한 신한옥 모델개발 연구(3)-마당, 담장, 대문, 그리고 설비-』, 건축도시공간연구소, PP.53~57.

19 서울특별시, 『알기 쉬운 한옥수선(신축) 길잡이』,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건축기획과, p.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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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길 주변 마을을 지표로 삼아 이루어졌다. 사례 대상지

의 대조구로 공산성 앞 백미고을길 상업시설지구와 공주

시교육지원청과 공주중학교, 그리고 공주한옥마을을 선

정하여 역사문화도시 공주의 고도담장정비 사례를 비교

하였다. 사례 대상지와 대조구 조사 대상지의 특성을 사유 

시설과 공유 시설로 구분하여 조사하고, 송산리 마을과 공

주한옥마을의 고도담장정비의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1) 사유 시설

사유 시설로는 사례 대상지인 공주시 송산리길 주변 

마을을 지표로 삼고, 공산성 앞 백미고을길 상업시설지구

의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에 따른 고도담장정비 사례를 

파악하였다.

사례 대상지인 공주시 송산리길 마을은 정주환경 기

반 문화 관광 마을 활성화 모델로 공산성에서 송산마을 

고도 역사 문화 탐방길을 조성하는 중이다. 공주교육지

원청과 공주중학교를 통하여 진입하는 인도 없는 1차선 

좁은 골목길로 이루어져 있고, 현재는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정자와 한옥이 조성된 한옥 신축 지역과 기존 일

반 주택이 이웃하고 있다. 지금은 한옥보다 기존 일반 주

택이 더 많은 현황이지만, 마을 전체가 한옥으로 변화된

다면 무령왕릉과 연계한 고도의 이미지를 한층 풍부하게 

성립시킬 수 있는 장소성을 지녔다. 송산리길(사진 2A, 

2B)을 보면, 2015년 담장 정비 전에는 한옥만 신축되었다

가 후에 담장이 독립적으로 시공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

다. 한옥과 담장이 동시에 설계되어 심의 후 신축되었다

면 한옥의 규모와 디자인과 조화를 이루는 담장이 되었을 

것이지만 서로 기간을 두고 신청, 설계, 시공되었기에 한

옥의 처마와 담장이 대지 경계선에 거의 맞닿아 있는 결

과를 초래하였다. 송산리길의 정자인 소향각 주변은 고

도 이미지를 잘 표현하고 있는 공간 규모를 지녔다. 그러

나 신축된 한옥은 한결같이 담장이 가깝고 높아 공간적으

로 열려있는 게 아니라 답답하게 닫혀 있는 구조물로 인

식된다. 고도 이미지를 복원하는 사업으로 예산이 사용

되었지만, 진행 절차와 과정이 합리성을 잃어 결과적으로 

옹색한 한옥으로 부정적 이미지만 확인된다.

송산리길과 비교를 위한 대조구로 공산성 앞 공주시 

백미고을길 상업시설지구의 담장 정비 사례 현황을 살펴

보았다. 이곳 역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목적으로 담

장 정비가 되어 있는 곳이다. 사업의 시행 전과 시행 후의 

경관 변화를 백미고을길(사진 2C, 2D)에서 보면, ‘고도 이

미지 개선 사업’의 담장의 역할과 경관적 기능의 수준과 

격을 확연하게 가늠할 수 있다. 송산리길과 다른 것은 상

업 지구라 한옥 신축과 담장이 연속적 공정으로 진행되었

다는 것이다. 그러나 담장 디자인에 대한 고민은 부족해 

보인다. 마찬가지로 주어진 예산 범위와 상행위를 만족시

키기 위해 들여다보이는 담장 정비 사례로 기록된다. 이곳 

백미고을길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담장 정비 사례는 

송산리길보다는 디자인적 측면에서 발전하고 있다.

‘고도 육성법’은 지정 지구에서의 행위 규제인 건축

물 등의 외관과 규모 및 용도를 해당 고도의 특성을 나타

낼 수 있는 형태와 색상과 재료를 사용하라고 했다. 송산

리길의 담장 디자인 현황은 옹색하다. 고도는 역사문화

도시로 일정 부분 차분하고 은은하여 시지각적으로 안온

한 느낌을 제공한다. 사례 대상지인 송산리길의 담장 디

자인은 ‘고도 육성법’의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외관이 날

카롭고 궁색하다.

A

C

B

D

사진 2  공주시 송산리길과 백미고을길의 고도담장정비 사례. A : 송산리길 고

도담장정비 담장 정비 전 (2015년 12월, 카카오맵), B : 송산리길 고도

담장정비 담장 정비 후 (2020년 3월, 필자), C : 백미고을길 고도담장정

비. 고도이미지찾기사업 시행 전(2015년 11월, 카카오맵), D : 백미고

을길 고도담장정비.고도이미지찾기사업 시행 후(2020년 3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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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지원 대상을 결정하고 시행

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담장은 한옥 본채의 설계에 따

라 결정되는 부수적 행위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그 책임 

소재 정도가 본채인 한옥에 비하여 느슨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려면 담장 설계 디자인을 먼저 고

려한 후, 한옥 본채 설계 디자인을 후순위로 진행하는 방

안의 도입도 합리적 대안이 될 수 있다. 최소한 본채 따로 

담장 나중의 정비 사례는 불성실한 행정 과정임을 자각하

고 해소할 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2) 공공시설

공공시설로는 사례 대상지 진입 경로에 있는 공주시 

왕릉로에 위치한 공주교육지원청과 공주중학교를 비교 

분석하였다. 이 둘의 담장 정비 전후를 비교한 사진을 보

면, 공산성에서 출발하여 송산마을까지의 고도 역사 문화 

탐방길 조성 목표에 적합한 접근 성과를 보여 준다.

<사진 3>의 공주교육지원청과 <사진 4>의 공주

중학교는 사유 시설인 <사진 2>의 송산리길과 백미고을

길보다 서 훨씬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에 어울리는 담장 

정비 디자인이 나타난다. 뚜렷한 개선 사항으로 평가된

다. 송산리길의 담장은 크기와 형태가 일정하지 않고 들

쑥날쑥인 자연석을 심어 시각적으로 혼란함과 거부감을 

주고 있다. 담장 표면에서 전통적 조형 의식을 발견하기

가 곤란하다. 삭힘의 맛이 없고, 무엇보다도 담백한 느낌

을 주지 않는다. 백미고을길(사진 2)의 경우는 ‘들여다보

이는’ 담장으로서 공주교육지원청(사진 3)과 공주중학교 

담장(사진 4)에 비교하여 거주와 상업 공간이라는 기능과 

역할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공주교육지원청과 공주

중학교의 경우는, 전통 담장 요소를 잘 살려서 ‘고도 이미

지 찾기 사업’의 목적성에 부합한다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안정적이다.

공주중학교의 담장 정비 사례(사진 4)를 보면, <사진 

4A>와 <사진 4C>는 전통 담장 설치 이전의 모습이고, 

<사진 4B>와 <사진 4D>가 전통 담장 정비 후의 모습인

데, 전통 담장 정비 이후의 경관의 변모가 눈길을 끈다. 회

벽과 줄눈으로 선명하고 시원한 청량감을 준다. 지형의 고

저에 따라 담장의 높낮이 또한 자연스럽게 적용되었다. 왼

쪽 전통 담장 이전에 비하여 영역성 확보는 물론이고 교육

에 필요한 좋은 기운을 갈무리하는 소임에 충실하면서 고

도 이미지에 어울리는 담장 디자인을 확보하였다.

3)   공주시 송산리길 한옥마을과 관광단지길 공주한옥 

 마을의 고도담장정비

공주시 송산리길의 담장 지원 사업은 전통 담장이 

가져야 할 미적 요건에 상당히 부족하다. 가까운 관광단

지길 공주한옥마을의 담장과 비교하여도 미학적으로 현

저한 차이가 드러남을 확인할 수 있다.

공주한옥마을의 담장은 본채의 형태와 종류에 따라 

담장 디자인이 다양하고 전통적 조형 의식이 잘 반영된 

A B

사진 3  공주교육지원청 고도담장정비, 공주시 왕릉로의 공주교육지원청과 공

주중학교의 고도담장정비 사례. A : 담장 정비 전 (2015년 11월, 카카

오맵), B : 담장 정비 후 (2018년 12월, 필자).

A B

C D

사진 4  공주중학교 고도담장정비. 공주시 왕릉로의 공주교육지원청과 공주중

학교의 고도담장정비 사례. A, C : 담장 정비 전(2015년 11월, 카카오맵), 

B, D : 담장 정비 후(2018년 12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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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비교 분석된다. 공주한옥마을보다 조성 시기가 

나중인 송산리길 담장 디자인이 더 발전되어야 함에도 낙

후되어 시공된 이유를 분석하고 차후 행위사업에 반영하

여야 한다. 담장에 사용된 문양과 재료의 차이가 아니라,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본질을 왜곡하고 있다.

한번 조성되면 고치기 어려운 구조물임에도 사전에 

철저하게 검토하고 반영할 수 있는 섬세한 의사소통이 이

루어지지 않은 것이다. 고도의 이미지를 되찾기 위한 사

업이 거꾸로 고도의 이미지를 훼손하는 사업으로 비치고 

있다. 고도담장정비 사례 대상지에서 가장 심각하게 이

미지를 훼손하는 것으로 첫째, 담장의 자연 재료 선정 및 

활용에서 미적 의식이 한순간 실종되었다는 것이다. 그

동안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진행 과정을 제대로 이행해 

오다가 마지막 단계에서 미적 의식 같은 지켜야 할 본질

을 놓치며 졸속이 되고 만 것이다.

<사진 5>의 사진은 담장에 심은 자연석의 마감 

효과가 미의식을 상실한 대표적인 사례가 된다. <사진 

5A>는 사용된 자연석의 크기와 형태가 제멋대로이고, 

생김새가 지나치게 날카로운 모서리를 그대로 드러내는 

등 조잡한 담장 디자인으로 조성되었다. 날카로운 형태

의 막돌이 주는 위협적인 시각적 효과가 순응의 미의식에 

한참 빗나가 있다. <사진 5B> 사진은 공주한옥마을의 

자연석 막돌 담장으로 비교적 규칙적인 자연석 막돌을 사

용하여 이질적이거나 자극적이지 않다. 경관의 연속성을 

고려한 절제된 담장 디자인 효과를 활용하였다.

송산리길의 <사진 5C> 담장 사진은 오석의 반질

거리는 색감이 계통 없이 섞여 있다. 오석의 반질거림은 

주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는 재료를 사용한 사례이다. 

<사진 5D>의 공주한옥마을의 담장처럼 사고석과 회벽

에 와편을 섞어서 사용하면 전체 담장 분위기가 차분해지

는 고도 이미지 형성에 이바지할 것이다.

둘째, 디자인 완성도와 조화의 부재이다. <사진 

6A> 사진은 담장의 회벽 처리와 자연석의 디자인적 구도

가 같은 재료를 활용한 공주한옥마을과 완성도에 큰 차이

가 난다. <사진 6A>는 자연석이 매우 불규칙적으로 서

로 다른 크기가 계통 없이 심어져 디자인을 이루고, <사

진 6B>의 회벽은 색상이 선명하고, 자연석의 간격과 배

치에 규칙성을 두어 상쾌한 경관을 만들어낸다. 또한, 

기능성과 조화가 서로 힘을 받쳐주어야 하는데, <사진 

6C>는 한옥의 지붕 처마 선과 담장이 맞닿아 있다. 담장

과 한옥 지붕이 급하게 일직선을 이루고 있다. 담장의 높

이 또한 지붕과 너무 가까워 여유로운 미적 관조를 찾기 

A B

C D

사진 5  막돌의 날카로움과 오석의 반질거림. 공주시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 송산

리길 담장 정비와 공주한옥마을 담장디자인. 01. A: 막돌 담장(송산리길, 

2018년 12월, 필자), B: 막돌 담장 디자인(공주한옥마을, 2018년 12월, 필

자), C: 오석의 반질거림(송산리길, 2018년 12월, 필자), D: 사고석+회벽+

와편 담장(공주한옥마을, 2018년 12월, 필자).

A B

C D

사진 6  불규칙 자연석 담장과 처마선과 맞닿은 담장. 공주시 ‘고도 이미지 찾기 사

업’ 송산리길 담장 정비와 공주한옥마을 담장디자인. 02. A: 불규칙 자연석 

담장 디자인 패턴(송산리길, 2018.12, 필자), B: 회벽과 자연석 담장(공주한

옥마을, 2018년 12월, 필자), C: 처마선과 맞닿은 담장(송산리길, 2018.12, 

필자), D: 한옥 몸체와 이격된 담장(공주한옥마을, 2018년 12월,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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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들다. 오히려 담장이 들어와 한옥을 옭아매는 역할을 

하고 있다. D의 공주한옥마을의 경우처럼 어느 정도 낮

은 담장과 지붕 높이의 비례가 보는 이로 하여금 안정적

인 시지각을 체험하게 해야 한다. 비어 있어서 여유로운 

여백의 미를 구현하는 고도 이미지여야 한다. 담장이 한

옥 지붕 처마선과 이격되어 기능성과 조화로운 안정감을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도담장정비 사례 대상지의 

특성을 유형화하여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고도 담장 디자인의 현황과 문제점을 파악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기초 연구 결과를 단적으로 파악하여 진

술한다면, 그야말로 ‘산학 협력의 부재’라고 단정 지을 수 

있다. 지금까지 담장에 대한 연구자들의 많은 연구 결과

와 달리 현장에서 행위사업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성과는 

동떨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공주시 사례 대상지인 송

산리길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고도담장정비 행위사업 

과정은 전면 재검토 수준에 처해있다.

담장의 기능과 아름다움의 특질은 전통 문양에서 얼

마든지 찾을 수 있다. 궁궐, 사찰, 전통 마을 등에서 전통 

담장의 특성을 가져올 수 있고, 담장의 속성과 기능 문화

적이며 미학적인 이론적 배경 역시 반영할 수 있다. 행태

와 문양을 통하여 적용할 수도 있고, 이를 모티브로 하여 

현대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수 있다.

담장은 사유 재산이라 형태와 구조는 소유자의 결정 

사항이다. 지자체에서 일괄적으로 계획하고 시공하는 것 

자체가 어려운 일이지만, 고도의 이미지에 맞게끔 공감대 

형성을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와 사례를 통한 담장 디자인 

선택의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담장 기능과 아름다움의 

본질이 계획과 시공에 반영되는 것이 다양한 디자인을 살

리는 유일한 대안이다. 가치 보전성이 좋은 재료를 발굴

하고, 디자인 지원책이 강구된다면 ‘고도 이미지 찾기 사

업’의 성과는 눈에 띄게 효과적으로 나타날 것이고, 방문

객에게 유익한 즐거움을 안겨줄 것이다.

고도에서 이루어지는 이미지 개선 사업은 긍정적인 

파급력을 지녀야 한다. 보존육성지구의 주민에게 자부심

을 안겨주어야 한다. 졸속에 가까운 ‘고도담장정비’ 행위

사업은 전면 재평가되어야 한다. 한옥의 든든하고 여유

표 4 고도담장정비 사례 대상지 특성

구분 대상지 특성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사유 

시설

송산리길

 •정주환경 기반 문화관광 

마을 활성화 모델

 •공산성에서 송산마을 고도 

역사문화 탐방길 조성 중

 •공주교육지원청과 공주중학

교 통하여 진입하는 인도 없

는 1차선 골목길

 •한옥 신축 후 담장 독립 시공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정자와 한

옥 조성 지역과 기존 주택 혼재

 •한옥 규모와 담장 맞닿음

 •전통담장문양 도입 결함

 •들쑥날쑥 자연석, 오석으로 시각적 

혼란 제공

 •마을 전체 한옥화, 무령왕릉과 연계

한 고도 이미지 개선

 •한옥 몸체 드러나게 담장을 낮춤

 •표준화된 담장재료와 문양의 지원

 •전통담장 문양의 조형 성 반영

백미고을길

 •상업시설지구로 공산성 

관광객의 방문 빈번, 들여

다보이는 담장 높이

 •한옥 신축과 담장 연속적 공

정으로 진행
 •담장 디자인 고민 부족

 •예산 지원의 차등화 

 •표준화된 담장재료와 문양의 지원

공공 

시설

왕릉로

 •송산리길 진입 경로

 •공주교육지원청과 공주

중학교의 영역성 뚜렷함

 •고도담장정비 전후의 경관 

변화 현저함

 •토담에 와편 줄넣기(교육지

원청)

 •화강암 기반 회벽에 와편 줄

넣기 높은 담장(공주중학교)

 •거주와 상업시설 담장보다 차별화된 

예산 사용

 •담장 구역의 지형차

 •담장의 높이가 위압적임

 •공공기관으로서의 기능과 역할이 

최대한 발휘되도록 반영

 •낮은 담장과 지형차 극복 위해 단을 

두어 만듬

관광단지길  •공주한옥마을

 •한옥 본채의 형태와 종류에 

따라 담장 디자인이 다양한 

조형 의식 반영

 •공주한옥마을 조성 이후의 고도담장

정비에 발전적 파급력 없음

 •기 조성된 담장디자인 보다 더 발전

적인 적용이 되도록 시스템 구축

사례대상지 비교

송산리길

 •막돌의 날카로움과 불규칙한 크기의 설계되지 않은 조잡한 

담장 디자인

 •오석의 반질거림 계통없이 섞인 색상

 •불규칙 자연석 담장 디자인

 •처마선과 맞닿은 담장

공주한옥마을

 •비교적 규칙적인 자연석 막돌 사용, 경관의 연속성을 고

려한 절제된 담장 디자인 효과 활용

 •사고석과 회벽에 와편을 섞어 차분한 고도 이미지 형성

에 기여

 •색상 선명한 회벽과 자연석 간격의 규칙적 배치

 •한옥 본채와 적절하게 이격된 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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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운 아늑함을 ‘고도담장정비’가 실추시키는 안타까운 ‘고

도 이미지 찾기 사업’의 현실을 이 시점에서 바르게 평가·

진단하여 개선의 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Ⅳ. 맺음말

공주시의 ‘고도 이미지 찾기 사업’은 다른 고도보다 

활기 있고 평판도 긍정적이다. 지원 사업 이후의 재산권 

등의 변동에 대한 인식보다, 행위사업이 제대로 적용되어 

본래의 취지를 살릴 수 있는지의 과정상의 평가에 집중해

야 한다. 조사 대상지인 공주시 송산리길의 ‘고도담장정비’

의 문제 요인을 분석하여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

첫째, 한옥 설계와 담장·대문 시공 설계 도면을 함께 

심의해야 한다. 본채의 지원 사업과 담장·대문 지원 사업

이 별개의 예산 항목을 사용한다고 해도, 이의 심의와 집

행, 시공과 준공이 연속된 동시 과정으로 성립되어 운영

되어야 한다. 독립된 서로 다른 공사 항목으로 운영된다

면 대지 면적과 한옥 건축 규모와 관련되어 지붕 처마와 

담장이 너무 달라붙어 있는 형태가 노출될 것이다.

둘째, 한옥 담장 디자인의 자연석 돌담 일변도를 재

검토 진단하여야 한다. 주어진 예산 범위에서 담장을 설치

하는 데에서 비롯되는 문제점으로 보이지만, 전통 담장 디

자인의 기하문을 벽에 붙여서 활용하는 등의 다양한 방법

을 모색하여 가로 경관 개선을 주도할 수 있는 담장 디자

인을 반영하여 가로 경관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셋째, 계획, 설계 과정에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을 조

정하는 상시 체계를 가동해야 한다. 한옥의 신·개축의 현

대적 경향을 나눌 수 있고, 거주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

는 등, 공간의 활용에 대한 다양한 아이디어를 모색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이러한 상시 체계는 교육

과 홍보의 자리로서 활용할 수 있다. 의견을 반영하고 반

영된 의견을 구현할 수 있도록 한옥 설계 전문가를 포함

한 한옥 시공업체 관계자까지 포함하여 협력 연구 및 자

문이 가능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야 한다.

넷째, 한옥의 개별성을 집단화하여 지역의 정체성을 

대표하는 문화 자산으로 가치를 높여야 한다. 이를 위해 

기존 개별 한옥의 유지가 우선되어야 한다. 거주자를 위

한 방안을 지속적으로 반영하여야 한다. 한옥의 물리적

인 성능 개선과 현대 생활에 적합한 기능을 만족시킬 수 

있는 방안 등 구체적으로 접근할 대책 수립이 ‘고도 이미

지 찾기 사업’의 성패를 가늠할 수 있다. 한옥의 집단화는 

주차로 가려진 담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며, 

이웃 대지와 경계에 관련된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

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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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Study of Ancient City Wall Renewal in Gongju, 
a Historic Cultural C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pose guidance for wall renewal that is appropriate for an ancient city wall through 
application of advanced research and theories in wall design. It is a streetscape improvement project which forms part 
of the ”Ancient City Image Finding Project”. Study methods consist of advanced research classification, wall design 
theory contemplation, and analysis of the significance of designated ancient city areas and the “Ancient City Image 
Finding Project” status. Based on these methods, case study candidates were selected, case status and problems were 
identified, and improvement proposals were analyzed by comparing various features. Advanced wall research was 
classified into six categories including analysis of wall characteristics; wall design principle applications; wall structure, 
color, shape, and application; modern reinterpretation; palace walls; and house, temple, and village walls. 

The wall is an element of  the streetscape improvement component of  the “Ancient City Image Finding Project”, 
with the characteristic of  providing preceding experience in visual and cognitive awareness than  interior structure 
. Case candidates for ancient city wall improvement are based on the composition distribution of  the special 
conservation district in each ancient city as well as the conservation promotion district. Ultimately, the surrounding 
village of  Gongju-si Geumseong-Dong Songsanri-gil, adjacent to the Royal Tomb of  King Muryeong, was selected 
as the candidate. 

The “Ancient City Image Finding Project” of  the surrounding village of  Gongju-si Geumseong-Dong 
Songsanri-gil began with new Hanok construction. However, wall maintenance did not begin concurrently with that 
new Hanok construction. Support and maintenance took place afterwards as an exterior maintenance project for 
roadside structures. If  the Hanok and wall were evaluated and constructed at the same time , the wall would have 
been built in unison with the size and design of  the Hanok. The layout of  the main building and wall of  the Hanok 
is deemed to be a structure that is closed  tightly  because of  its spatial proximity and tall height. Songsan-ri-gil's wall 
design should create a calm, subtle, and peaceful atmosphere with shapes, colors, and materials that express ancient 
city characteristics, but it is in an awkward position due to its sharpness and narrowness.

The cause of  the problem at Gongju-si Geumseong-dong Songsanri-gil, the case candidate, is that it is lacking 
significantly in terms of  the aesthetic factors that traditional walls should  possess. First, aesthetic consciousness 
seems to have disappeared during the selection and application process of  the wall’s natural materials. Second, the 
level of  completion  in design and harmony is absent. Maintenance guidance after analyzing the cause of  problems 
in ancient city wall maintenance at Gongju-si Geumseong-dong Songsanri-gil, the subject area of  research, is as 
follows: First, the Hanok design and layout of  the wall and main gate should be reviewed simultaneously. Second, the 
one-sided use of  natural stone wall in the Hanok wall design should be reexamined. Third, a permanent system to 
coordinate the opinions of  citizens and experts during the planning and design phases should be employed. Fourth 
and finally, the Hanok’s individuality shall be collectivized and its value as a cultural asset representing the identity of  
the community shall be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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