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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esent status of dwelling spaces and deduct sustainable elements in

transformation of them by comparing the restored drawings with the surveyed drawings focused on traditional houses

that exist in the urban area of cheongju city in Korea. In alteration and extension of these traditional houses, scale of a

private room became larger as it has been connected and expanded, the exterior main hall (Daecheong) became the

interior living room, and the conventional kitchen was westernized and changed from K type to DK or LDK type. The

toilet located at outside was installed by the attached aisle (Toetgan) inside and the existing room. The extension was

completed with equipments, storage space, and rental accommodation. The conservative and sustainable elements in the

various transformation of them are as follows. Firstly, it was to maintain 3 rooms such as main room (anbang)-main hall

(daecheong)-detached room (gunnunbang). Secondly, it was to sustain the circulation of kitchen and arrangement of the

ㅡ type worktable even though it was westernized. Thirdly, extension of storage space was completed less than 600 mm
within the eaves. Although there were functionally and structurally many changes in 18 houses, 4 houses had maintained

wooden floor of main hall, 5 houses long planked wooden floor of the attached aisle, and 12 houses rafter ceiling of

the main hall and the attached aisle.

Keywords : UrbanTraditionalHouses, Dwelling Space, Transformation, Conservative and Sustainable Elements

주 요 어 : 도시한옥, 주공간, 변용, 지속적 요소

I. 서 론

근대기에 형성된 도시한옥은 산업화가 급속도로 진행되

었던 1970년대 이후부터 수도 및 난방설비의 도입과 생

활용품의 증가로 인해 변화하기 시작하였다. 부엌은 입식

화되었고, 화장실은 내부에 설치되었으며, 협소한 방은 확

장되었다. 이러한 주공간의 변경 및 개조 이외에 난방의

도입에 따른 보일러실의 설치, 부족한 수납공간의 해결,

그리고 셋집의 수용 등으로 인하여 증축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이 도시한옥의 주공간은 현대의 삶을 반영하여

변화되면서, 편리성과 경제성만 추구하여 원형을 알아보

기 힘들 정도로 증개축이 일어난 사례가 있는 반면에, 난

방 문제, 수납공간의 부족 등과 같은 점을 개선하면서 기

존의 모습을 잘 간직하고 있는 도시한옥들도 현존하고 있다.

본 연구는 후자에서와 같이 기존 모습을 비교적 잘 간

직하면서 사용되고 있는 도시한옥을 대상으로, 현대의 주

생활방식에 적합하게 주공간을 변경, 개조 및 증축한 실

태1)를 살펴보고, 이러한 변용에도 불구하고 기능 및 구조

적 측면에서 도시한옥이 원래부터 지니고 있는 지속적 요

소를 추출해 내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목적이다.

본 연구의 대상은 청주시 구도심인 성안동과 중앙동 일

대에 현존하고 있는 도시한옥으로, 그동안 2회에 걸친 실

측조사를 통하여 최종 선정된 18동2)이다. 이들은 중부지

방의 대표적 유형인 ‘ㄱ’자형을 띠고 있으며, 건립 당시

의 주공간 및 형태를 잘 간직하면서 사용되고 있다3).

** 정회원(주저자), 청주대학교 대학원 석사과정

** 정회원(교신저자), 청주대학교 건축학과 교수

이 논문은 2006년도 두뇌한국21사업에 의하여 지원되었음.

1)「Lee, M., & Kim, T. (2008). Alteration and Exten sion of Urban
Traditional Houses in Cheongju City located on the Central Inland

of Korea.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에서는 도시

한옥 내부공간의 변경, 주설비공간의 개조, 주호의 증축양상에 대하

여 연구하였다.「Kim, H., & Kim, T. (2009). Spatial Change of the
Main Room and Kitchen of Traditional Utbangkkeokeum House in

Cheongju City.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에서는

도시한옥의 웃방꺾음집을 대상으로 건축물의 변용요인과 생활공간

의 지속적 요소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2) 위의 논문에서 다룬 도시한옥 15건 이외에,「국가지정 연구실

(2009). 청주 도시한옥 2 사용실태 및 실측조사보고서. 청주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2단계 BK21사업팀」에서 2차 실측조사한 3건을

추가하여 18건을 본 논문의 대상으로 하였다.

3)「국가지정 연구실 (2007). 청주 도시한옥 1 사용실태 및 실측조

사보고서. 청주대학교 대학원 건축공학과 2단계 BK21사업팀」과

2008년 12월 현재 청주시 구도심 일대의 토지 및 건축물 엑셀자료

를 토대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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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원형추정

조사대상 주호는 행정동으로 성안동에 8동, 중앙동에 10

동 총 18동이며, 법정동으로는 문화동 1동, 남주동 2동,

서운동 6동, 석교동 5동, 그리고 수동 4동이다. 신축연대

는 1932년부터 1959년까지 걸쳐 있으며, 1930년대 5동,

1940년대 5동, 그리고 1950년대 8동이다.

평면 형태는 크게 곱은자집4) 9동(04, 05, 09, 10, 12,

14-17 주호)과 웃방꺾음집5) 9동(01-03, 06-08, 11, 13, 18

주호), 두 가지로 나뉜다. 칸의 기본모듈은 8자(2.40 m)에

서 9자(2.70 m)이나, 2.29×2.29 m부터 2.93×2.81 m까지다

양하게 나타난다. 원형부분이라고 생각되는 구체면적은 최

소 44.78 m2(06 주호)에서 최대 112.32 m2(12 주호)로 편

차가 심하게 나타나지만, 기본적으로는 20평(66 m2) 전후

에 분포하고 있다.

원형을 추정함에 있어서, 우선 거주자와의 인터뷰를 통

하여 작성된 현황 실측 평면도를 토대로 기둥의 위치를

파악하여 기존 구체 윤곽의 및 각 실의 구획을 추정하였

으며, 각각의 실 별로 과거와 현재의 기능변경이라든가,

규모와 주설비를 비롯한 개조 및 변경사항 등을 알아보

는 방식으로 진행하였다.

1. 기본형

중부지방의 도시한옥은 안방을 중심으로 부엌과 대청이

‘ㄱ’자로 결합되어 단위공간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은 일

자로 된 몸채에 부엌이나 고간(庫間)을 직각으로 이어 붙

인 ‘곱은자집’과 기존의 웃방 상부에서 ‘ㄱ’자로 꺾여지는6)

‘웃방꺾음집’으로 대별된다. 이와 같은 특징은 건축가 박

길룡(1898-1943)의 글을 통해서 잘 나타나고 있다.

“배치는 부지의 중앙은 비워 중정으로 하고, 북쪽방향

에 안채를 ㄴ형으로 배치, 부속실은 별동으로 하여 남면

도로측에 세운다. 안채에는 안방, 대청, 건넌방, 주방, 고

간이있고, 부속실에는 대문, 측간이라고 하는 상태로 거주

한다. 안방은 집 전체의 중심이 되는 부분으로 주인부부

의 침실로 사용한다. 건넌방은 아들 부부의 침실이다. 현

재는 그렇지 않지만, 과거에는 15-16세가 되면 반드시 혼

인을 했기 때문에 어느 집에서도 노부부가 건넌방을 사

용하였다. -(중략)-”라고 설명하였다7).

곱은자집 형태의 기본형으로 09 주호가 있는데, 전퇴간

을 두지 않고 대청과 부엌을 잇는 복도가 생겨난 것이 특

징이다. 이들 07, 09 주호는 각각 구체면적이 47.67 m2와

48.78 m2로 거의 유사하게 나타났다. 이와 같은 몸채 전

퇴간+날개채 맞걸이 형태의 기본형에서 몸채 및 날개채

4) 곱은자집은 ㄱ자집을 뜻하는 경기지방의 말로서, 평안도지방에서

는 꺾음집, 충청도 지역에서는 고패집이라 부른다(김홍식 (1992). 한

국의 민가. 한길사. 381-383.).

5) 웃방꺾음집은 경기도에서 주로 이용되는 평면으로서, 몸채는 전

퇴집으로 하고 날개채는 홑집으로 잡았으나, 부엌을 날개채 맨 앞에

배치하고 뒤로 안방과 웃방을 차례로 놓으며 꺾어져서 2칸의 대청,

맨 끝에 건넌방을 둔다(Kim, H. (2009). A Study on the Changes of
Living Spacein Traditional Utbangkkeokeum Housein Cheongju

City: focused on the Master Bedroom (Anbang) andKitchen.

Cheongju University a Master’s degree Thesis. 5.)

6) Kim, M. (2003). (A) Study on the principle of construction of the

traditional urban housing. University of Seoul a Master’s degree

Thesis. 29.

7) Kim, M., & Lee, J. (2003). A Study on Park, Kil-Ryong’s

Appreciation and Suggestion for Improvement of ‘the Housing Plan

of the Middle Area of the Jo-Seon’.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Association. 161-169.

Figure 1. The Area of the Research Houses

Table 1. The Type of the L-shaped Urban Traditional Hous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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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전후퇴간이 형성되면서 도시한옥의 규모가 커졌다.

이외에 웃방꺾음집의 평면 유형은 몸채의 전퇴간이 안

방의 간 사이에 맞물리면서 3-4자 정도의 폭이 생기게 되

고, 이러한 몸채에 날개채는 맞걸이로 되어 있는 것이 기

본형이다. 이와 같은 웃방꺾음집 형태의 기본형으로 07

주호를 들 수 있다.

18 주호의 평면은 기본형을 포함하여 5가지의 유형으로

나뉜다. ① 몸채 전퇴간+날개채 맞걸이 2동, ② 몸채 전

Table 2. The Summary of Research Houses

No. Location

Age-

Struc

ture

Shape 

of

unit

Type 

of

unit

Form 

of

unit

Module of 

room

(m)

Land 

area

(m2)

Building area

(m2)

Area of each space (m2)

MR R

K D S T/B B etc.
Total

Original
1 2 1 2 3

Extension

01
Munhwadong 

15-29
1935 U ② 4LDK 2.40×2.57 222.9 93.40

 75.49 8.17 8.92 6.26 6.31 5.55 

4.38

10.62 6.93  2.05 16.30

 (17.91) (2.21) (1.52) (1.53) (4.14) (8.51)

02 Namjudong 57 1942 U ②-1 3LDK 2.43×2.42 288.4 85.27
 72.02 8.79 8.91 8.77 6.52  14.31 13.15  11.57

 (13.25) (2.69) (7.68) (2.88)

03
Namjudong 

107-1
1935 U ② 2LDK 2.67×2.70 197.9 59.76

 57.46 10.51 10.60 10.54   10.55 9.85    5.41

 (2.30) (1.64) (0.66)

04
Seoundong

20-13
1959 G ② 7DK 2.30×2.43 324.7 135.23

 90.45 9.03 14.19 5.75
6.38

6.07

5.97

5.94
10.10 10.62  

1.49
 14.91

(5.39)

 (44.78) (8.54) (6.18) (7.58) (7.25) (2.47) (7.37) 

05
Seoundong

20-23
1959 G ② 2LDK 2.30×2.35 218.1 85.29

 67.68 9.22 15.38 10.05  13.51    19.52

 (17.61) (3.08)
(10.3

8) 
(4.15)

06
Seoundong

20-27
1959 U ② 4LK 2.31×2.30 114.4 70.99

 44.78 6.10 6.10 5.81 5.74 8.78 8.62   3.63

 (26.21) (1.77) (1.77) (1.33) (1.50) (9.64)
(1.58)

(2.32)
(1.50) (4.80)

07
Seoundong

24-9
1959 U ① 3LDK 2.60×2.43 145.7 57.05

 48.78 6.29 6.45 6.17  6.37 7.98 8.82  6.70

 (8.27) (0.80) (0.80) (0.99) (0.59) (0.99) (4.10)

08
Seoundong

27-7
1952 U ⑤ 3LDK 2.87×2.92 404.1 101.85 101.85 13.83 20.91 9.97 23.55 22.01 4.19 7.39

09

Seoundong

27-12 1957 G ① 3LK 2.31×2.30 141.4 60.67

 47.67 6.50 6.50 5.91  6.64 8.86 8.31   4.95

 (13.00) (1.47) (1.47) (4.37) (1.54) (1.47) (2.68)

10
Seokgyodong 

28-6
1951 G ④ 3LDK 2.61×2.87 311.5 86.88

 74.42 9.67 9.67 8.43 8.43 12.88 10.76 14.58  

 (12.46) (2.40) (3.07) (5.04) (1.95)

11
Seokgyodong 

67-2
1939 U ② 4K 2.54×2.54 410.9 74.06

 63.32 6.50 6.50 5.91 5.91 9.02 7.74 9.48   12.26

 (10.74) (1.73) (9.01)

12
Seokgyodong 

67-6
1932 G ④ 4LK 2.93×2.81 340.6 118.84

112.32 13.67 13.67 9.16 9.16  8.29 19.45 17.67    15.53

 (2.24) (2.24)

13
Seokgyodong 

187
1936 U ②-1 5LK 2.32×2.35 201.9 108.27

 73.43 9.66 9.66 8.84 10.08  14.94 18.11   2.14

 (34.84) (3.44) (12.24) (1.65) (1.85)
(1.56)(4.11)(

4.21)
(1.05) (4.73)

14
Seokgyodong 

429
1941 G ⑤ 5LK 2.34×2.32 457.3 117.32

 93.17 8.90 8.90 8.90 8.66 8.66 15.57 15.10  2.55  15.93

 (24.15) (12.95) (11.2)

15
Soodong

89-3
1949 G ② 4LDK 2.46×2.45 229.1 83.26

 75.33 13.01 14.99 9.04  9.37 9.65 11.29  7.98

 (7.93) (4.88) (3.05)

16
Soodong

89-7
1947 G ③ 4LK 2.27×2.52 180.8 80.81

 67.19 8.14 8.14 8.28 9.15  13.91 16.43  3.14

 (13.62) (1.67) (2.33) (9.62)

17
Soodong

108-3
1943 G ① 3LDK 2.31×2.33 551.6 100.36

 76.18 4.44 5.91 5.96 5.96 5.87 9.92 18.21 (4.04)

(5.36)

19.91

 (24.18) (1.45) (5.20) (8.13)

18
Soodong

288-16
1958 U ② 3LDK 2.29×2.29 143.5 56.66

 53.38 8.63 8.63 6.16 5.50  9.68 7.98 5.30 1.50

 (3.28) (3.28)

U: Utbangkkeokeum house, G: Gopeunja house, ① momchae jeontoe+nalgaechae, ② momchae jeontoe+nalgaechae jeon(hu)toe, ②-1 momchae

jeontoe+nalgaechae jeonhutoe, ③ momchae jeonhutoe+nalgaechae, ④ momchae jeonhutoe+nalgaechae jeon(hu)toe, ⑤ momchae jeonhutoe+nalgaechae
jeonhutoe, MR: Anbang, R: Gunnunbang, K: Kitchen, D: Daecheong, S: Storeroom, T/B: Toilet/Bathroom, B: Boiler room, ( ): Area of ex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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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간+날개채 전퇴간 또는 후퇴간 9동, ③ 몸채 전후퇴간

+날개채 맞걸이 1동, ④ 몸채 전후퇴간+날개채 전퇴간 또

는 후퇴간 2동, ⑤ 몸채 전후퇴간+날개채 전후퇴간 2동

이 그것이다. 이 다섯 가지 유형에 속하지 못한 02, 13

주호는 ② 유형에서 날개채에 툇간이 추가된 것으로 몸

채 전퇴간에 날개채 전후퇴간으로 몸채보다 날개채가 더

두꺼운 모습을 하고 있다.

2. 전후퇴간의 형성

기본형인 몸채 전퇴간+날개채 맞걸이(①) 유형은 날개

채에 전(후)퇴간이 형성되는 것(②)에서 몸채에 전후퇴간

이 형성되는 것(③, ④, ⑤)으로 두께를 늘려간다. 몸채 전

퇴간+날개채 전(후)퇴간(②)은 기본형의 한 유형이라 할

수 있다. 전후퇴간의 형성은 몸채에서도 나타났는데, 몸채

전후퇴간+날개채 맞걸이(③)의 유형에서 규모가 더 커지

면서, 몸채 전후퇴간+날개채 전(후)퇴간(④)과 몸채 전후

퇴간+전후퇴간(⑤) 유형이 나타난다.

평면 유형별 특징을 살펴보면, ①유형부터 ⑤유형까지

구체면적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①유형의 구체면

적은 약 48 m2, ②유형은 약 55-75 m2이다. 하지만 04 주

호는 날개채의 부엌 아래에 있는 고간(庫間)이 두 개의

실로 되면서 약 90 m2까지 구체면적이 커졌다. ③과 ④유

형은 ①, ②유형에 비하여 몸채의 두께가 두꺼워졌지만

구체면적은 ②유형과 비슷하였으며, ⑤유형은 90 m2 이상

이었다.

그리고 몸채가 두꺼워지면서 08, 10 주호와 같이 겹집

의 형태를 띠기도 한다. 또한 02, 05, 06, 08, 09, 14 주

호 6동은 부엌을 날개채 맨 앞에 배치하고, 안방 안쪽의

웃방에서 꺾어져서 대청 맨 끝에 건넌방을 두게 되는데,

이 때 몸채와 날개채 모두에 복도의 역할을 하는 전퇴간

을 두어, 안방의 아랫방과 부엌으로 직접 출입할 수 있도

록 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전통한옥에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6동 중 4동의 신축연대가 1950년대 후반인 것으

로 보아 한옥의 근대화 과정 속에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날개채의 길이는 부엌 아래에 위치하는 고간(庫間)의 유

무에 따라 달라지는데, ①, ② 유형과 같이 몸채에 전퇴

간만 있는 11동 중 01, 04, 06, 07, 15, 17, 18 주호 7동

에 고간이 있으며, 이 외의 몸채에 전후퇴간이 있는 ③,

④, ⑤ 유형에서는 10 주호 1동만 고간이 있었다. 이는

몸채에 툇간이 증가됨에 따라 날개채에 실을 추가하지 않

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 외의 특징으로는 조사대상 12, 16 주호 2동은 몸채

에 비해 날개채의 길이가 다른 주호들에 비해 매우 짧고,

마루의 형태 또한 ‘ㅡ’자형 한옥과 유사하다. 이는 ‘ㅡ’자

형에 날개채 부분으로 실을 증축하여 ‘ㄱ’자형으로 변화

한 것으로 보인다.

Table 3. The Restored Drawings of Research Ho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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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주공간의 변용 실태

1. 변경 및 개조

1) 개실의 연결 및 확장

기존 개실의 한변 크기가 8자에서 9자로 면적이 7-8 m2

이었으나, 거주 규모가 확대되고 생활용품이 증가하면서

넓은 실의 요구가 증대되어 개실이 연결되거나 확장되었다.

아랫방과 웃방이 미닫이 문으로 연결된 안방의 경우, 대

부분의 주호에서 더 넓은 면적이 필요해짐에 따라 02, 03,

05, 08, 10, 12-14, 15-17 주호 10동은 2개의 실 사이의

미닫이문을 제거하여 하나의 방으로 개조하였으며, 골방

을 터서 방을 더 넓게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 01, 04, 06,

07, 09, 11 주호 6동은 개실의 연결만 이루어졌고, 15, 18

주호 2동은 골방을 터서 확장만 하였다.

건넌방은 01-03, 05-08, 13-15, 17 주호 11동이 골방을

트거나 전퇴간으로 확장하여 방을 더 넓게 사용하고 있

고, 04, 10-12 주호 4동이 두 개의 실을 하나의 방으로

연결하여 개조하였다. 이 중 08 주호는 건넌방의 전후퇴

간으로 모두 확장하고, 2개의 실로 나누어 방과 화장실로

사용하고 있다.

또한 01, 04, 06, 09, 17 주호 5동은 부엌 아래에 위치

한 찬방 또는 창고가 있는데, 이와 같은 실은 현대화 되

면서 모두 방으로 기능을 변경하였다. 이 5동 중 01, 04,

17 주호 3동은 두 개의 실을 하나의 방으로 연결하였고,

이 중 17 주호는 세를 주기 위하여 원룸 형식으로 방과

부엌을 연결하여 개조하였다. 이 밖에 06. 09 주호 2동은

전퇴간으로 확장하여 방을 더 넓게 사용하고 있었다.

2) 대청의 내부 거실화

전체 주호 18동 중 13동은 난방의 문제와 부족한 거주

면적 확보를 위해 대청에 창호를 달아 내부 거실화되었으

나, 12 주호 1동은 대청에 창호를 달지 않고 원형 모습

그대로 오픈된 공간을 유지하고 있었다. 대부분의 주호들

은 대청이 내부화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면적을 크게 차

지하는 가구를 두지 않고, 작은 수납공간만을 두어 원형에

서와 같이 대청의 용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그리고 01, 02, 04-07, 09, 13, 14, 17 주호는 방을 툇

간까지 확장하여 내부화되었고, 01, 04 주호는 내부 화장

실을 툇간의 일부에 설치하였다. 반면에 01, 03, 07, 11,

14, 15, 18 주호는 복도 및 수장고로 사용되면서 원형의

용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주호 4동은 실의 기

능이 변경되었는데, 04와 11 주호는 방으로, 16 주호는

부엌으로, 18 주호는 화장실로 대청의 기능적 역할을 변

경하였다.

3) 부엌의 입식화

‘ㄱ’자형 주거에서는 온돌 난방방식에 따라 안방에 바

로 인접하여 부엌이 위치하는 것이 커다란 특징이다. 또

한, 부엌과 안방의 연결 부분에 위치한 다락방은 아랫방

의 수장 용도로 주로 사용되었으며, 부엌에는 별도의 찬

방이 있었다.

대부분의 주호가 기존 부엌의 위치를 유지한 채 입식

화가 이루어진 반면에 13, 17, 18 주호는 부엌의 위치를

변경하면서 입식화를 시켰다. 이 중 13 주호는 배면으로

Figure 5. The Inside Living Room of the Main Hall (Internalization

of Main Hall) House #02

Figure 3. Examples of 

Connected and 

Expanded

Detached Room

Figure 4. Examples of 

Connected and 

Expanded

Storage Room

Figure 2. Examples of Connected and Expanded Main Room

Figure 6. Alteration of Function in the Main Hall (Functional

Change of Main H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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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축하여 위치를 변경하였고, 17과 18 주호는 기존의 방

을 개조하여 부엌의 위치를 변경하여 설치하였다. 그리고

이들 주호 모두 LDK 형식으로 되었고, 변경된 부엌의 규

모는 기존의 부엌의 규모에 비해 현저히 작아졌다.

01, 02, 04, 07, 08, 10, 15 주호 7동은 가사행위와 식

사행위가 함께 이루어지는 식당+부엌(DK)형이고, 나머지

03, 05, 06, 09, 11, 12, 14, 16 주호 8동은 부엌이 입식

화 되었어도 가사행위는 부엌에서, 식사는 안방에서 이루

어진 부엌(K)형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 중 2, 5, 6, 11,

16 주호는 부엌의 위치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일부를 개

조하여 방으로 사용하고 있었다<Figure 8>.

4) 내부 화장실의 설치

한옥에서의 화장실은 실내공간에 배치되지 않고, 본채

에서 멀리 떨어진 대문과 가까운 곳에 설치되었다. 1920-

30년대 주택개량론이 일어나면서 본채에서 떨어진 화장실

이 점차적으로 안채 가까이에 위치하게 되면서, 본채 내

에 위치하게 되는 형태도 나타나게 되었다.

조사대상 주호 18동 중 화장실 위치가 변경된 것은 12

동인데, 7동은 본채 내에 화장실을 설치하였고, 5동8)은 본

채에 인접하여 증축하였다. 내부 화장실을 둔 7동 중 01,

04 주호는 툇간을 이용하였으며, 02, 05, 08, 14, 18 주

호는 기존 실의 기능을 변경하여 설치하였다.

툇간을 이용하여 화장실 설치한 경우, 화장실 설치를 하

는데 있어서 요구되어지는 최소한의 실 폭이 900 mm인

데 비해서 툇간의 폭은 3-4자(900-1,200 mm) 정도로

900 mm의 안목치수를 확보하는데 있어 어려움이 발생하

고 있다.

기존 실의 기능을 변경하여 화장실을 설치한 02, 05,

14 주호는 부엌의 일부를 개조하여 설치하였고, 이러한 주

호의 경우 3동 중 2동이 부엌과 그 부분으로 증축하여

화장실을 설치하고 있었다. 08 주호는 건넌방을 개조하여

설치하였으며, 18 주호는 대청의 일부에 설치하였다.

2. 증축

주공간의 변경 및 개조로는 현대의 주생활방식을 모두

수용할 수 없을 경우, 즉 난방의 도입에 따라 보일러실과

같은 주설비 관련제실의 필요성 증대, 생활용품의 증가에

따른 수납공간의 부족, 그리고 셋집의 수용 등으로 말미

암아 본채에 접하여 증축하거나 별동을 증축하기도 하였다.

1) 주설비 관련 제실

난방설비의 도입에 따라 조사대상 주호 18동 중 01, 02,

04, 06, 10, 16, 17, 18 주호 8동이 보일러실을 증축하였

다. 위치는 안방, 건넌방, 대청, 부엌 등에 인접하고 있으

며, 01, 06, 10, 16, 17 주호 5동은 배면에, 02, 04, 18 주

Figure 8. Standup Kitchen (without Location Change)

Figure 9. Toilet Installation in Jeontoe (House #01, 04)

Figure 10. Toilet Installation in Existing Room

8) 조사대상 주호 18동 중 본채에 연접하여 화장실을 증축한 04, 07,

10, 13, 17 주호 5동은 3장 2절 주설비관련제실에서 설명한다.

Figure 7. The Change of Location in the Kitchen (Change of

Kichen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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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 3동은 측면에 증축하였다. 03, 05, 07-09, 11-15 주호

10동은 공간마련 어려움의 이유로 보일러실을 증축하지

않고, 처마 밑 공간에 노출되어 있었다.

수도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본채 내에 내부 화장실을 설

치할 수 없는 02, 04, 05, 07, 10, 13, 16, 17 주호 8동은

본채에 덧붙여 화장실을 증축하고 있다. 셋집을 수용할

경우에는 셋방에 연접하여 증축되었으며, 그 외에는 부엌

에 연접하여 증축된 주호가 많았다. 증축의 위치는 6동이

본채의 배면에 위치하고, 2동은 날개채에 면해 있다. 이

러한 특징은 증축된 9동의 부엌과도 관련이 있는데, 배면

으로 증축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15 주호는 날개채에

면하여 증축, 06 주호는 전면으로 증축하였다<Table 4>.

2) 수납공간

기존의 수납공간으로 선반, 벽장, 다락 등이 있다. 가족

구성원의 수, 생활양식의 변화, 소비와 소득수준의 증가로

인하여 생활용품과 가구가 증가하였으며, 이에 따라 기존

의 수납공간만으로 늘어난 살림을 수용하는데 있어 문제

가 있는 경우에는 본채에 증축을 하거나 별채를 증축하

여 수납공간을 설치하고 있었다.

이렇게 수납공간을 증축한 주호는 01, 09, 10, 17 주호

4동으로, 01, 10 주호 2동은 대청 배면으로 증축하였으

며, 09, 17 주호 2동은 건넌방의 부족한 수납공간을 해결

Figure 11. Extension of the Boiler Room

Table 4. Alteration and Extension of Research Houses

No.

Alteration Extension

Connection

and 

extension

Use of daecheong Use of Toetgan Location 

of Toilet/

bath 

room

Location

of

kitchen

Main building

Annex

building Daech

eong

Living 

room

Room

and

hall

Hall
Store

room
Room

Toilet/

bath

room

Boiler 

room

Toilet/

bath

room

Kitchen
Store 

room
rent

01 ● ○1) ○2) ● ● ●5) ○ ●5) ●6)

02 ● ●4) ● ●5) ○ ●5) ●5)

03 ● ○4) ○3) ○ ○

04 ● ●3) ● ● ●5) ○ ●5) ●5) ●6) ●5) ●

05 ● ○4) ● ●6) ○ ●6)

06 ● ○3) ● ○ ○ ●6) ●6) ●5)

07 ● ○4) ○1) ● ●5) ○ ●5) ●6)

08 ● ○4) ●5) ○

09 ● ○1) ● ○ ○ ●6) ●6) ●

10 ● ○4) ●6) ○ ●6) ●6) ●5)

11 ● ●4) ○1) ○ ○ ●5) ●5)

12 ● ○1) ○ ○ ●6) ●5)6)

13 ● ○4) ● ●5) ● ●5) ●6) ●5)6)

14 ● ○3) ○1) ● ●5) ○ ●5) ●

15 ○ ○4) ○1) ○ ○ ●6) ●

16 ● ●2) ●5) ○ ●5) ●

17 ● ○3) ● ●5) ● ●5) ●6) ●5) ●

18 ○ ●4) ○4) ●5) ● ●5)

Explanatory notes ○: Maintenance, ●: Change, 1): Maintenance of ceiling and floor, 2): Maintenance of floor, 3): Maintenance of ceiling, 4): Change of
the Interior finishing materials, 5): Maintenance of appearance, 6): Change of appearance

Figure 12. Extension of the Storage 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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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 전면으로 돌출창(bay window)을 두고 있다.

반면에 01, 03, 04, 06, 09, 11, 14, 17, 18 주호 9동은

기존의 수납공간 중 일부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 중 01,

03, 09, 14 주호 4동은 안방과 연결된 다락을 유지하고

있었고, 04, 06, 11, 17, 18 주호 5동은 실 내부에 있는

벽장을 유지하고 있었다.

3) 셋집 수용

04, 06, 09, 11-17 주호 10동은 본채에 연접하거나, 별

동을 신축하면서 셋집을 수용하였다. 기존의 실을 셋방으

로 내주거나, 본채에 연접하여 셋집을 수용한 04, 06, 11-

13 주호 5동은 필요한 설비 시설로 부엌이나 화장실을 증

축한 경우가 많았다. 대부분 주인은 안방에 거주하고, 건

넌방 또는 찬방에 세를 놓았으나, 04 주호와 같이 주인

이 건넌방에 거주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 외에도 04, 09, 14-17 주호 5동은 별동을 증축하여

셋집을 수용하였다. 별동의 규모는 대부분 본채의 규모와

비슷할 정도로 크게 증축되었으며, 이러한 큰 규모의 별

동은 셋방 뿐만 아니라 창고, 외부 수세식 화장실의 기능

도 겸하고 있었다.

IV. 주공간의 지속적 요소

1. 안방·대청·건넌방의 3실 공간 구성

도시한옥은안방·대청·건넌방의 구성을 기본형으로 하

고 있다. 대청 및 툇간이 내부화 되면서 대청은 (마루)방,

거실 용도로 전환되었으며, 툇간은 복도 역할을 대신하였

다. 주거 규모 및 기능의 확대로 말미암아 개실은 연결과

확장을 가져왔으며, ‘ㄱ’자형 한옥의 기본형인 몸채 전퇴

간+날개채맞걸이(①)로 되어있는 유형이 날개채 또는 몸

채에 전·후퇴간이 형성되거나,날개채와 몸채 모두에 전·

후퇴간이 형성되어 ‘ㄱ’자 홑집이 겹집의 형태로까지 변

화하였다. 

이와 같이 실의 규모가 커지고, 몸채와 날개채의 두께

가 두꺼워지면서 겹집형 ‘ㄱ’자 곱은자집, 겹집형 ‘ㄱ’자

웃방꺾음집으로 변용됨에도 불구하고, ㄱ자형 도시한옥의

커다란 특징인 대청을 중심으로 건넌방과 안방이 일렬로

배치된 3실 공간 구성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

2. 부엌동선의 유지 및 작업대 배치

안방에 바로 인접하여 위치한 부엌은 온돌구조로 인해

일반적으로 방바닥 보다 바닥을 75-90 cm 정도 낮게 하

였다. 하지만 난방설비의 도입으로 난방방식이 변화하고,

수도의 도입으로 부엌의 입식화가 이루어지면서, 부엌의

위치는 여전히 안방과의 관계를 이루며 주호 전체 18동

의 주호 중 15동에서 부엌의 위치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

었다.

부엌의 위치를 유지하고 있는 15동 중 03-11, 14, 15

주호 11동은 마당에서의 주출입구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01, 02, 13, 16 주호 4동은 부엌의 전·후 출입구 모두

유지하는 상태에서 작업대를 배치하면서, 앞마당과 부엌

후면 외부공간의 부속기능을 연계하고 있었다. 또한 07

주호 1동을 제외한 모든 주호에서 마당에서의 진입방향과

일치되는 방향으로 부엌동선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는 기

존 도시한옥의 형태, 개구부의 위치와 그 기능을 유지하

려는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작업대 배치에 있어서는, 가스설비의 도입으로 가스배

관의 문제를 고려하여 비교적 개구가 적으면서 배관처리

가 용이한 측벽면을 이용하였고, 외기에 면할 수 있는 가

Figure 13. Maintenance of Loft (House #03)

Figure 14. Spatial Composition of 3 Rooms such as anbang-

daecheong-gunnunbang

Figure 15. Kitchen of House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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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끝부분에 가열대를 배치하는 변화에도 불구하고 준비

대, 개수대, 조리대, 배선대는 아궁이와 마주보는 방향에

위치하여 기존 도시한옥에서 이루어지는 작업대 배치를

유지하고 있었다<Figure 8>.

또한 순차적인 작업동선이 고려된 ㅡ자형 작업대 배치

를 위해서 길이방향으로 최소한 3.0 m의 안목치수가 요구

되고, ㄱ자형 작업대 배치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2.40×

2.80 m의 단위공간 안목치수가 요구된다. 이에 따라, 일반

적으로 한옥의 칸 단위 공간의 모듈은 8-9자(2.4-2.7 m)

이내에서 이루어져9), ㄱ자형 배치가 더 적합함에도 불구

하고, 옛 부엌의 안방에 연접한 가열대와 그와 마주 편에

있는 준비대, 개수대, 조리대, 배선대의 ㅡ자형 작업대 배

치를 유지하고 있었다.

3. 처마 밑 수납공간의 증축

실확장 및 수납공간 처리에 있어서, 구조체를 벗어나 외

벽 전체를 돌출시킨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에 몸채 전

퇴간+날개채 맞걸이인 ‘ㄱ’자 기본형(①)인 07, 09 주호

2동은 전면으로 돌출부를 증축하여 외관의 모습을 최대한

보존하려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다.

07 주호의 경우 전퇴간까지 확장한 건넌방을 마당 쪽

으로 약 400 mm 정도로 창문만 증축하여 아래쪽 공간은

벽장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하였다. 09 주호 역시 전퇴간

까지 확장한 건넌방을 마당 쪽으로 약 970 mm정도 증축

하였다. 이 주호는 건넌방에 셋방을 주고 있었고, 증축된

부분은 외부와의 출입이 가능하였으며, 수납공간으로 사

용되고 있었다.

03, 04, 06 주호 3동은 처마선 내에서 벽체를 돌출시켜

서 실내 벽장 혹은 방으로 확장하여 사용하고 있었다. 03,

12 주호 2동은 배면으로 증축하여 각각 벽장과 부엌의 일

부로 사용되고 있다. 06, 17 주호 2동은 각각 전면과 측

면으로 증축되었고, 모두 방으로 확장하여 사용되고 있다.

04 주호 1동은 측면으로 증축하여 보일러실로 사용되고

있다.

한옥의 처마 내민길이가 일반적으로 900-1,000 mm 정

도임을 감안할 때, 우수의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이

선을 넘지 않는 범위로 하는 것이 좋은데, 처마선을 살려

외벽만 돌출한 형태에서 돌출된 길이가 530-660 mm 정

도로써 처마선의 형태를 기존 모습 그대로 유지하게끔 하

고 있다. 규모가 더 큰 수납공간이 필요할 때는 2, 17 주

호 2동과 같이 본채의 처마곡선에 맞추어 증축하기도 하

였다.

4. 대청마루 및 연등천정

01, 09, 12, 16 주호 4동은 대청의 우물마루를 유지하

고 있다. 01, 09, 12 주호 3동은 대청의 용도를 유지하고

있으나, 16 주호는 대청의 일부를 부엌으로 개조하면서

남은 부분은 홀 기능으로 변화하였다. 특히 12 주호는 대

청의 내부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유일한 주호이다.

01, 07, 11, 14, 15 주호 5동은 툇간의 바닥마감에서 장

마루를 유지하고 있었다. 01, 11 주호 2동은 툇간을 복도

로 사용하면서 장마루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고, 07, 14,

15 주호 3동은 툇간을 수납공간으로 사용하면서 장마루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이와 같이 복도, 수납공간으로

툇간의 용도를 유지하는 경우에는 18 주호 1동을 제외하

고는 모두 마루의 형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Figure 16. Baywindow of Storage Room

9) Kim, H., & Kim, T. (2009). A Research on the Standup Kitchen

Layout and Required Size of Korean Traditional Houses as Modern

Architectural Properties.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Association. 361-362.

Figure 17. Protrusions within 

Eaves

Figure 18. Expansion within 

Eaves

Figure 19. Existing Main Hall (House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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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04, 06, 09, 12, 14, 17 주호 7동은 대청에서 서까

래가 노출된 연등천정을 유지하고 있었고, 03, 07, 11, 14,

15 주호 5동은 대청의 천정을 평천정으로 변경하였지만,

툇간에서는 연등천정을 유지하고 있었다. 비교적 천정의

변화는 적고, 대청의 연등천정은 특히 잘 유지되고 있었다.

V. 결 론

청주시 구도심인 성안동과 중앙동 일대에 현존하는 도

시한옥 18동의 주호를 대상으로, 원형 추정도와 실측현황

평면도를 비교하여 주공간의 변용을 살펴본 결과, 실 구

성, 재료 및 설비의 많은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지속

되고 있는 요소를 다음과 같이 찾아 볼 수 있었다.

첫째, 현대 주생활방식의 변화하면서 거주 규모 확대에

따라 개실이 연결 및 확장되었고, 대청은 내부 거실화되

었으며, ‘ㄱ’자형 홑집의 기본형에서 몸채 또는 날개채에

전후퇴간이 형성되면서 겹집으로 변용되었음에도 불구하

고, 안방·대청·건넌방의 3실 공간구성은 유지되고 있었다.

둘째, 수도와 난방의 도입으로 인해 부엌이 입식화되었

으나, 조사대상 주호 18동 중 15동이 부엌의 위치를 그

대로 유지하고 있었다. 또한 부엌에서 외부마당으로 이어

지는 기존 출입동선의 유지와 함께, 작업대의 배치에 있

어서 가스배관의 문제로 가열대의 위치가 변경된 것 이

외에 준비대, 개수대, 조리대, 배선대의 ㅡ자형 작업대 배

치가 안방 맞은편에 위치하면서 유지되고 있었다.

셋째, 부족한 수납공간의 해결을 위한 증축에 있어서,

돌출창 이외에 처마의 내민길이 범위 내인 600 mm 이하

에서 수장공간이 설치되면서, 기존 처마선 형태를 유지하

고 있었다. 또한, 기능 및 구조적으로 많은 변화가 있었

음에도 불구하고, 조사대상 주호 18동 중 대청에 우물마

루가 있는 4주호, 툇간에 장마루가 있는 5주호 총 9주호

에서 예전의 마루바닥이 보였고, 천정에 있어서는 대청에

연등천정이 있는 7주호, 툇간에 연등천정이 있는 5주호

총 12주호가 예전의 천정 마감을 유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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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The Rafter Cei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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