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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cosystem and environment have been a serious challenge facing the modern society. It's been the new

paradigm from ecological view of the world and the alternative based on Orientalism. From the Oriental

standpoint, ecological aesthetics and sustainable architecture are no longer new, which then servers the

background of this study. The nature and the space, the life where the human is harmonized and integrated and

the wish to make the balance through that life are the basic philosophy which the Orientalism has pursued.

Based on such a basic concept, the study is intended to review the connectivity, expression approach and the

features in Korean traditional residential space based on previous studies on ecological aesthetics and sustainable

architecture. Such attempt is meaningful in seeking the possibility of presenting the new frame as well as forming

the various views to the traditional space and spatial recognition.

The nature was categorized into tangible element and intangible element and also direct approach and indirect

approach before evaluating the characteristics. Sustainable architecture is not the concept to simply maintain or

sustain the environment, but plays more important role in economical aspect. Traditional space accommodates

the nature and circulation principle and the circulation in the nature controls the energy and enhances the

efficiency, playing significant role. The nature itself serves the alternative energy and has the aesthetic element in

such a way of concealing itself. This study is intended to analyze the Byulseo Jeongwon which formed many

relations with the nature and the residential space, thereby identifying the expression characteristics of

eco-aesthetic sustainable architect. This study offers the answers with regard to the coexistence of the expression

characteristics of sustainable architecture with the nature, space and the human from eco aesthetic viewpoint as

well as the solution in dealing with the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challenges. Furthermore, it suggested the

possibility that the traditional space would possibly be succeedable in new and creative way and sought the way

for coexistence among the nature, space and human and eco aesthetics, and finally paved the pivotal foundation

as the sustainable design alternative in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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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대 사회의 환경오염에 대한 심각성은 환경 보전과

건강한 삶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속가능한’이라는 새로운


 *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 kck@kookmin.ac.kr
** 이 논문은 2012년도 국민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

논문이며, 또한 2008년 정부(교육과학기술부)의 재원으로 한국학술진

흥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KRF-2008-411-J05001)

개념을 형성하였다. ‘지속가능한’은 자연과 인간이 공존,

공생 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정신이나 생활, 문화

적 측면의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가지도록 한다. 이와 같

은 생태학적 패러다임은 다양한 형식으로 그 가능성과

대안을 찾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 대한 근본적 반성과

새로운 세계관의 모색으로 동양 사상에 대한 관심이 증

대함에 따라, 새롭게 등장한 생태미학이라는 새로운 미

학을 통하여 동양적 세계관에서 그 대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생태미학의 지속가능한 순환 원리와 자연과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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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소쇄원 광풍각

<그림 2> 소쇄원 광풍각

화를 통한 에너지의 순환적 흐름은 에너지 절감과 같은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뛰어난 효과를 가지게 된다. 이러

한 면에서 생태미학은 지속가능한 건축과 동양 사상이

서로 새로운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동양의 전통공간은 건축물과 자연 그리고 인간이 함께

교감을 일으키는 융화의 공간이다.1) 본 연구는 전통 공

간을 전통의 삶의 공간으로서 단순히 시각적이거나 조형

적인 특성이 아닌 지속가능한 공간으로서의 특성을 파악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지속가능한 건축의 표현방법 및 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기반으로 전통공간의 새로운 접근 방법과 생태미학의 가

능성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오늘날 생태계의 위기와 환경문제는 현대사회의 일반

적인 관심사가 되었다. 이와 같은 문제는 생태학적 세계

관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었으며, 생태학적 사고

는 미학뿐만 아니라 디자인에 있어서도 중요한 목적이자

요소가 되었다. 또한 이 사고는 생태학적 미학이라는 새

로운 미학적 패러다임을 형성했으며, 생태 미학적 사고

는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또 다른 패러다임과 깊은 연

관성을 갖고 있다. 하지만 생태미학과 지속가능한 개발

은 동양적 사고로 살펴봤을 때 새롭기만 한 것은 아니

다. 자연과 공간, 인간이 서로 조화를 이루고 융화하는

삶, 그 삶을 통하여 서로 균형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생태미학과 전통주거와 관련된 다

양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동양의 생태 미학적 사상을

통해 한국 전통 공간을 살펴보고 지속가능한 건축으로서

의 연계성을 찾고, 표현방법 및 특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연구의 범위는 조선시대의 공간 중 자연과 많은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별서 정원의 특징이 잘 나타난 주거 공간

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논문과 문헌을 바탕으로 동양적 관점에 생태미학을

정리한다. 둘째, 생태 미학적 관점과 지속가능한 건축의

특성을 도출하여 디자인 적용 관계성을 분석한다. 셋째,

분석된 디자인 적용 관계성을 통하여 전통 공간에서의 지

속가능한 건축 표현방법 및 특성을 도출하여 사례분석의

틀을 구축한다. 넷째, 사례 분석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건

축의 가능성을 전통 공간을 통하여 찾음으로서 동양적 사

유의 생태 미학적 의미와 가능성을 연구하고자 한다.

2. 생태미학과 지속가능한 건축의 이론적

고찰

2.1. 동양의 생태미학 사상과 특성

1) 양은지, 생태 미학적 관점에서 본 한국 전통 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구 -도가사상을 중심으로-, 국민대학교 석론, 2010, p.3

(1) 동양의 생태미학 사상

생태미학은 자연 경험의

인식가능조건에 대한 인식론

적 근거를 설정하여 ‘새로운

자연철학’의 일부로서의 자연

인식론이다.2)

동양에서 자연은 인간도

자연의 일부로 보고 자연과

의 합일(合一), 자연의 원리를 삶의 원리로 삼으려고 하였다.

‘자연’의 용례는 이 말이 최초로 등장하는 [노자]에서부터 된

다. 도덕경 25장에 나오는 ‘도법자연(徒法自然)3)’이 이와 관련

하여 보통 많이 거론되는 구절이다. 노자에게서 자연은 모든 존

재와 인식 및 행위의 근거가 되는데, 자연의 운영방식, 즉 자연

의 질서[道]가 인위적인 구성과는 전혀 다른 혹은 인위적 운동

성인 작위가 전혀 없다는 뜻에서 ‘무위(無爲)’라고 하였다.4)

노자는 인간이 ‘무위(無爲)’의 태도로 일체 만물을 대

하게 되면, 항상 자연적 요구에 순응하여 “만물의 스스

로 그러함, 즉 자연을 돕고 감히 인위적인 것을 하지 않

게 된다.”라고 했다.5) 자연의 법칙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

다는 ‘무위이무불위(無爲而無不爲)’의 목적을 추구하는

것이다. 노자가 말하는 자연은 천지만물을 존재하고 움

직이게 하는 도의 본질적인 성향을 묘사한 것으로 “스스

로 그러한” 또는 “자연스러운”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하

늘, 땅, 흙, 물, 공기 등은 자연물(自然物)이지 자연이 아

니다. 자연은 하늘과 땅, 흙과 물, 공기 등이 존재하고

변화하도록 하는 도의 본성인 것이다. 그래서 노자는 사

람뿐 아니라 하늘과 땅 그리고 ‘도’조차도 자연을 본받아

야한다고 말하였다.6) 이처럼 ‘자연’은 단순한 의미가 아

닌 동양 사상의 핵심 용어로서 동양의 자연관을 분명하

게 보여주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 또한 도가 사상은 이

러한 자연을 가장 잘 표현하여 나타낸다.

노자의 무위자연(無爲自

然), 즉 도(道) 개념은 하늘

의 경계와 맞닿아 있는 것으

로 하늘의 경지라 할 수 있

다. “마치 자연이 그러하듯

자율적 실체와 상상속의 가

상이 혼재되어있는 상태이다.

실체와 허공(虛空)이 동존하고 상생하며, 나와 자연이 하나

2) 구승회, 생태철학과 환경윤리, 동국대학교 출판부, 2001, p.88

3) 도법자연(徒法自然)을 노자는 인간과 땅과 하늘 그리고 세 영역을

관통하는 근본적이 우주적 원리로서의 도의 위계성에 대해 “사람

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고, 도는 스

스로 그러함을 본받는다.”고 말함.

4) 이동철·최진석·신정근, 21세기의 동양철학, 을유문화사, 2009, p.96, p.208

5) 김개천·이찬·김지은, 노자 사상과 공간 문화 컨텐츠, 국민대학교 출

판부, 2009, p.27

6) 김개천 외 2, op. cit., pp.107∼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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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되어 경계 없이 넘나드는 인식의 확장으로 이룰 수 있는

세계로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들리는 것과 들리지

않는 것을 하나로 만들며 시공간을 넘나드는 환상까지도

갖게 하는 형식이다.”7) 이처럼 동양 사상에서 자연은 인간,

공간, 예술이 서로 합(合)을 이루며 어느 하나 모나지 않고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며 융화된 삶을 살고자 하였다.

동양에서 미학(美學)은 사물에 대한 정치(精緻)한 파악

은 그것에 대한 기호적 해석을 넘어선, 마음을 통한 깨달

음으로만 가능하다고 믿었다. 미(美)를 파악하거나 체험하

면서도 미의 본질을 추구하지 않았고 언어를 사용하며 공

리를 세우거나 정의를 내리려 애쓰지도 않았으며, 미의 본

질을 핵심으로 하는 미학을 애써 정립하려하지도 않았다.8)

(2) 생태미학 특성

노자는 인간이 ‘무위(無爲)’의 태도로 일체 만물을 대

하게 되면, 항상 자연적 요구에 순응하여 “만물의 스스

로 그러함, 즉 자연(自然)을 돕고 감히 인위적인 것을 하

지 않게 된다.”라고 했다. 이는 자신의 목적을 추구하는

데 자연의 법칙에 어긋남이 없어야 한다는 말이다. ‘목

적, 즉 무위(無爲)’와 ‘법칙, 즉 자연(自然)’의 필연적인

상호 관계 및 통일은 바로 일체의 심미와 예술 활동에

내재되어 있는 중요한 특징이다.

노자의 심미와 예술에 대한 태도를 보면, 심미는 본래

감관의 즐거움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러나 그것이

단순한 감각적 즐거움만을 위한 것은 아니다. 문명사회

의 초기 단계에는 심미를 감각적 즐거움과 혼동하고 무

절제하게 그것을 추구하게 되는데, 많은 이들이 이 점을

경계하여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장해 왔다. 심미와 예술

의 활동 측면에서 노자는 소리나 색깔의 아름다움을 지

나치게 추구하는 것 역시 인간의 생명 발전에 도움이 되

기는 커녕 오히려 손해를 끼친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모

든 욕망을 철저하게 금하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그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少私寡欲. 사사로운 욕심을

적게 하라.” [도덕경 제19장]의 뜻으로 생명에 해가 되

거나 너무 과도한 욕망, 또는 비합리적인 욕망을 버리라

는 의미이다.9) 노자는 자연의 상태에 완전히 맡김으로써

인류는 가장 이상적인 상태를 이룰 수 있다고 생각했다.

하늘과 인간 즉 천지의 미를 대변 할 수 있는 천연지미

(天然至美)는 실체와 허공이 동존하고 상생하며 나와 자연

이 하나가 되어 경계 없이 넘나드는 인식의 확장으로 이룰

수 있는 세계로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들리는 것

과 들리지 않는 것을 하나로 만들며 시공간을 넘나드는 환

상까지도 갖게 하는 형식이었다. 이것이 물아일체로 시공

속에 독존하는 듯 독존하지 않으며 영원의 느낌을 자아내

7) 김개천 김지은, 노자의 무위자연사상에 의한 전통 누정 공간연구,

한국디자인학회 통권 제91호 Vol.23 No.5, 2010, p.326

8) 장파, 동양, 서양 그리고 미학, 유증하 외 譯, 푸른 숲, 2000, pp.85∼88

9) 김개천 외 2, op. cit., pp.27∼31

는 상태로 모든 것을 담는 동시에 각자의 크기로 드러나며

다른 것들과 섞이고 합쳐지는 것이다.10) 이렇듯 동양 사상

에서 예술은 특별한 형식을 갖고자 하지 않았으며, 조형은

상황 및 자연환경과의 어울림을 통해 미(美)를 추구하였다.

전체적 관점에서의 균형을 중시하는 사고를 갖고 있으며, 자

연과 인간, 공간과 예술의 조화와 합일(合一)을 추구하였다.

개념

이미지
11)

생태

미학

사상

동양에서 생태미학은 자연성과 인
위성이 공존한다. 인위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 인위의 흔적이 느껴지
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자
연과 인위를 결합하여 더욱 더 자
연스럽게 하고자 하였다. 동양에서
생태학은 자연과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과 예술, 건축 공간 서로가 함
께 섬기며, 공존하는 역할을 한다.

서양은 인간과 자연을 서로 맞서

는 존재로 보고 정복의 대상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서양에서는 건

축물에 접하는 외부공간을 적극적

으로 이용하여, 건물과 자연을 차

별화하고, 자연과의 대비를 통해

건축물을 과감히 드러내고자 하였

다.

<표 1> 동·서양의 생태미학 사상

동양에서의 이러한 인위는 인위의 흔적이나 자취가 남

지 않은 자연성 속으로 소멸되는 것으로 인위성과 자연

성이 통합되는 천연의 상태를 실현하고자 하였다.

동양 생태미학의 특성은 자연과 인위가 서로 공존하는

것이다. 자연은 자연적이지만도 않으며, 인위는 마치 스스

로 존재하듯 보이며, 인위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인위는 자연의 형식을 받아드리는 방법을

통하여 자연과 결합하고 더욱더 자연스럽고자 하였다. 동양

에서 생태미학은 자연과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과 예술, 건

축 공간 서로가 함께 섬기며 공존 도모하는 역할을 하였다.

2.2. 지속가능한 건축과 전통주거와의 연계성

(1) 지속가능한 건축

지속가능한 개발은 환경정책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건축은 지속가능한 개발에

서 전의한 ‘지속가능(Sustainability)’을 추구하는 건축이

다. 건축은 자연과 분리된 것이 아닌 생태계의 일부 혹

은 자연환경과 친화적 관점에서 자연과 조화 속에서 개

발되어야 한다. 지속가능하고 환경 친화적인 건축 개발

이란 한정된 자원을 고려하고 에너지·자원을 최대한 절

약하고 환경문제를 유발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지속가능한 공간에 있어서의 원칙은, 생태질서를 유지하

면서 자연요소를 최대한 도입하는 건축 개발이다. 최대한 자

연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정주공간의 중요한 부분이 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재활용이 가능한 에너지의 사용과 무해한

자연건축 재료 이용 등의 기술개발에 노력하여야 한다.12)

10) 김개천, 조선의 미의식(천연의 미), 국민대학교 조형논총 제28집,

2009, p.156

11) 권영걸, 한·중·일의 공간조영, 도서출판 국제, 2006, p.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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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가능한 개발에서 중요한 것이 ‘지속가능한’보다 개

발에 두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환경오염을 유발하고 생태

계를 교란시킨다. 이러한 결과에 따른 다양한 차원의 조치

로 지속가능한 건축의 계보는 다음의 표13)와 같다.

논리
공간

이미지

환경지식의

출처

건물

이미지
테크 놀러지

이상적

장소개념

첨

단

기

술

생태-

미학적

소외되는,

인간중심적

감각적, 동양

적, 과학

iconin, 새로

운 시대

실용주의적,

새로운, 비선

형적 유기적
새로운 생태

학적 지식의

관점에서 보

편적으로 작

성한, 변신

하는

대표

이론

New Ageism, Postmodem Science-Complx, Chaos

Theory, non lineal dynamics, Digital Architecture의 일부

입장 정보화시대에 맞는 건축적 기술의 적용-컴퓨 터모

델링, 발전된 구조공학의 이용, 신 재료의 사용 등

대표

사례

F.Gehry, S.Caratrava, Future Systems 'organi-tech',

SITE'artistic fusion of landscape and architecture', FOA

보

편

기

술

생태-

재생적

환경의 재생

가능성, 유

기적

자연의 자정

능력 훼손후

복원

자연친화적,

생태 이미지

적

지역적으로

통제, 대체에

너지 사용,

적정기술

훼손된 자연,
환경 재생가
능성 상징,
희망적, 생태
도시 만들기
위한 과정과
시스템의 작
동, 관주에서
자발적 참여
가 유도되어
야, 지역사회
에의 기여

대표

이론
생태 경제학적 이론, 생태도시모델

대표

사례

브라질 꾸리지바시, 선유도 공원, 난지도 하늘공원, 빌

바오시 재생프로젝트, 청계천사업

단

순

기

술

생태-

문화적

문화적 맥락

지역적

현상학, 문화

생태학

진정한, 조화

로운

지역적

low-tech,

흔한, 토속적

지역적 생태

적 군락과

물리적, 문

화적 특성을

건물에 적용

하여 ‘거주

하는’ 법을

배우기

대표

이론

고주석-생태건축론, 생태미학론, 흙건축-K.밍케, 정기용,

황혜주, Heidegger, 'dwelling,', 국제주의 양식의 지구화

에 반대, genius loci 지역별 전통건축의 생태적 특성

대표

사례

Hassan Fathy-Egypt, 고주석-한국, C.Correa-india,

G.Bawa-Sri Lanka, Glenn Murcutt-Austrailia

<표 2> 지속가능한 건축의 계보

(2) 생태미학과 지속가능한 건축의 연계성

지속가능한 건축은 단순히 자연이 접목된 녹색건축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지역의 기후와 환경에 적응, 생태계

와 조화, 효율성과 쾌적성을 꾀하며, 생태계의 지속가능

성을 넘어 회복을 추구하는 ‘살아 있는 건축’이다.

지속가능한 건축을 생태 미학적 관점으로 한국 전통

공간을 통하여 그 가능성을 찾고자 한 것은 지속가능한

건축에서도 아름다움과 미(美)를 추구한다는 소리에 놀

라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건축과 미는

공존 할 수 없으며, 녹색건축이 흉하다고 하는 이유는

초창기 전통적인 심미학적 요소를 적극 고려하지 않아

미와 거리가 멀었기 때문이다. 지속가능한 건축에서는

자연의 맥락에 따른 설계를 주장하며 태양·바람·빛을 고

려 할 뿐 아니라, 건축 재료와 자연의 지혜를 반영한 설

계를 의미한다. 지속가능한 설계에서는 건축 장소를 제

대로 파악한다면 건축물의 아름다움은 저절로 형성된다

고 믿는다.14) 이와 같이 녹색 미학의 출발은 새로운 기

12) 하성규 김재익 전명진 문태훈, 지속가능한 도시론, 보성각, 2003,

pp.142∼144

13) 류전희, 지속가능한 계보들,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논문집 제8권 제

5호, 2008, pp.31∼32

14) 제이슨 F.맥레넌, 지속가능한 설계 철학, 비즈앤비즈, 2009, p.204,

능과 기술 같은 것을 더함에 따라 미학적 완성도를 포기

하는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뺄 것이 없음으로 ‘완전함’을

갖는 것이다. 이는 ‘인위적으로 행하지 않아도 이루어지

지 않음이 없다’의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며, 그로 인해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것에 기인하는 노자의 ‘무위이

무불위(無爲而無不爲)’와 같은 맥락으로 생각할 수 있다.

지속가능한 건축은 자연 친화성, 에너지 효율성, 재료의 재

생성으로 생태미학과 그 맥을 함께하며, 생태계의 유기체적

특성과 생태미학의 원리를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건축 특성과

디자인 적용 개념화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의 표와 같다.

생태학적

특성
전체성 다양성 진화성 항상성 순환성

디자인

개념화

자연과의

공존

환경에

다양하게

대응

유기체적

진화

가변적인

공간

프로그램

자연재료

사용

생태미학

원리
통일 동적 균형 상호 보완성

▼

생태미학

특성
유무상생 시공간의 동시화 자율적 생성 변화와 순환

▼

지속

가능한

건축의

특성

생태 - 미학 생태 - 재생 생태 - 문화

- 소외되는, 간중심적

- 감각적, 동양적, 과학

- Iconic 새로운 시대

- 환경 재생가능성, 유

기적

- 자연의 자정 능력 훼

손 후 복원

- 자연친화적생태이미l지

- 문화적 맥락

- 현상학, 문화 생태학

- 진정한, 조화로운

<표 3> 생태미학의 원리와 지속가능한 건축의 개념화 과정

3. 지속가능한 전통공간의 표현 및 특성

3.1. 지속가능한 전통공간의 표현방법

(1) 지속가능한 형식의 자연도입 방법 및 표현 방법

지속가능한 건축은 물리적인 지속가능성과 인간의 정

신이나 생활을 지속가능성을 동시에 가지도록 하는 것이

다. 건축물을 만들 때 자연환경과 생태계에 대하여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고려하여 만드는 것은 물론 쾌적하

고 풍요롭게 살 수 있도록 하는 정신적인 측면도 함께

고려하는 것이다.15) 따라서 지속가능한 건축의 가능성을

전통 주거공간에서 찾아보고자 첫 번째로 자연의 유, 무

형적인 요소를 구분하였다. 또한 직접적, 물리적, 기술적

인 지속가능성과 함께 간접적, 생활적, 생태적인 지속가

능성의 개념으로 구분하여 그 가능성을 파악하였다.

전통 공간에서 자연은 직접적인 형식과 간접적인 형식

을 통하여 유기적으로 공존하였다. 또한 이러한 형식들

은 미적인 효과뿐만 아니라 자연 풍화에 더욱 잘 견디고

오래 지속되도록 하는 효율적이고, 실용적인 특성을 갖

고 있다. 흙으로 된 흙벽은 내부공간의 습기를 빨아드리

고 또 건조할 때는 습기를 내뿜어 공간을 쾌적한 자연

상태로 유지한다. 이처럼 전통 공간에서 자연의 이용은

pp.312∼320

15) 김수암, 지속가능한 건축물의 사례와 수법, 쌍용 건설기술, 2003, pp.3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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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부용동 별서(세연정)

<그림 4> 독락당

<그림 5> 소쇄원 오곡문

자연스러운 미를 형성할 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 면에도

뛰어난 역할을 하였다. 자연의 순환적 에너지 활용은 인

간 생활에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자연 배려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구분 지속가능한 형식의 자연 도입 방법

유
형
적
요
소

직접적 지형, 녹지, 물 등 직접적 자연의 요소 지형에 순응, 자연과 융화

물리적 자연적 재료 사용 자재미, 실용성, 자연미

기술적
열, 빛, 공기, 바람, 습도, 배치 형식 등
자연 에너지 조절

자연 에너지에 의한 쾌적
한 환경 조성

- 관여 형식
: 조형적으로 관여

- 표현적 특성
: 규모, 형태, 위치, 배치형식 등 자연에 순응하는 형식
: 조형적 측면에서 유형적으로 자연에 순응

무
형
적
요
소

간접적
기후, 소리, 빛, 바람, 기억, 생활양식과
같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요소

자연과 정서적, 심리적
교감

생활적 차경의 원리, 상호 관입, 중첩 경계의 소멸, 매개적 역할

생태적 자연과의 조화, 자연의 변화에 순응 무위자연(無爲自然)

- 관여 형식
: 공간적으로 관여

- 표현적 특성
: 시선조작, 맥락확장, 감성, 감각적 형식으로 표현
: 공간적 측면에서 무형적으로 자연에 순응

<표 4> 전통공간의 지속가능한 형식의 자연도입 방법

3.2. 지속가능한 전통공간의 표현특성

(1) 유무상생有無相生

“유무상생(有無相生 )의

유와 무는 서로 살게 해준

다.” 유는 무를 살려주고,

무는 유를 살려준다는 의미

이다. 무(無)와 유(有)는 그

자체 때문에 무와 유인 것

이 아니라 서로의 ‘관계’ 속

에서 비로소 무와 유가 된다는 뜻이다. 즉, 무와 유가 서

로 반대로 존재 근거가 되면서 공존한다고 보는 것이

다.16) 이와 같이 유무상생을 공간을 통해 설명하면 다음

과 같이 말할 수 있다. 도가의 공간관은 비움 사상으로

자연의 실상을 깨달은 참 지혜를 통하여 무위의 삶을 추

구하였다. 전통공간에서 무위와 유위는 비움과 채움이며,

비움은 곧 채움이 된다. 즉, 비워서 없애는 것이 아닌 비

움으로서 무와 유를 갖고자 한 것이다.

부용동 별서는 문을 하늘로 올려 공간을 비움으로 내

부는 고정된 형식을 갖지 않으며, 비워진 공간은 공간을

형성하는 형식적 요소에 관심을 갖지 않는다. 공간 안의

경험적, 정서적 요소와 함께 자연을 자연스러운 형식으

로서 공간으로 유입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이러한 비움

은 그 공간을 충만하게 하는 차원까지 느끼게 한다. 또

한 전통 건축에서는 자연과 조화롭고자 자연지형을 훼손

하지 않고 지형지세에 순응하는 형식을 취하였다. 이는

16) 김개천 외 2, 노자 사상과 공간 문화 콘텐츠, 국민대학교 출판부,

2009, p.8

자연을 유입하고 자연과 공존하기 위한 욕심하지 않는

자연을 향한 공간의 태도이다. 자연과 공간, 인간은 이와

같은 관계를 통하여 유무상생하게 된다.

(2) 시공간의 동시화

동양에서 시간이란 공간

과 물질에 의해 변화를 인

식하는 것으로 시간은 곧

공간이 되며, 공간은 물질의

운동과 변화이니 곧 시간이

된다. 그러므로 아무 변한

것 없는 자연에서의 시간은

곧 공간으로 세세생생(世世生生)하며, 자연만이 이 시간 앞

에서 진실이다. 변하되 변하지 않으므로 그 길에서의 시간

은 과거, 현재, 미래 모두가 하나의 시공연속체를 이루는

영원한 지금이다.17) 시공간의 동시화는 <그림 4>를 통해

관계하는 아름다움으로 설명할 수 있다. 건축물과 공간, 자

연과 인간은 자연스러운 관계를 형성한다. 관계가 형성한

틈은 고정화 되어있거나 목적을 갖지 않는다. 자연-건축-공

간-인간의 각각의 요소들이 레이어 되면 한 공간 안에서 다

양한 경험과 감정을 가질 수 있다. 기후, 소리, 빛, 바람, 기

억, 생활양식과 같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요소들은 공간

을 감성적, 정서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며 자연과 심리적으

로 교감하는 또 다른 표현 방법을 나타낸다. 시공간은 그 어

떤 것으로도 고정화 하지 않으며, 자연과 공간, 인간의 합으

로 시간도 공간도 느낄 수 없는 경지를 만들어 낸다.

시공간이 전통 공간에서 표현하고 있는 아름다움과 무

한한 표현 형식은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공간의 이분

법적인 사고와 논리로 정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전통공간 속에서 자연과 공간, 인간은 하나가 되어

흐르는 시간과 일체가 된다. 이러한 공간은 어느 한순

간도 멈추지 않고 흐르며, 멈추지 않는 시간 속에서 자

연과 인간이 함께 존재하며 스스로를 드러내지 않는 형

색으로 무한히 공존하게 된다. 즉, 시간과 공간은 어느

한순간도 동시화하지 않는 순간이 없는 것이다.

(3) 자율적 생성

노자가 말하는 생성(生

成)이라는 것은 결국 생성

소멸관(生成消滅觀)에 해

당하며, 생성관에서 무(無)

는 중요한 개념이다. 무불

위(無不爲), 즉 ‘하지 않는

것도 없다.’는 말이다. 이

말은 곧 억지로 하는 것이 없다는 뜻이며, 스스로 있는

것은 항상 ‘다스리는 사람이 이러한 것을 본받아 지킬

수만 있다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스스로 자진해서 생

17) 김개천 외 2, op. cit., 2009, pp.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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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양진당

성소멸 할 것이다.’라는 의미로 해석 할 수 있다. [만물장

자화(萬物將自化)]에서 화(化)는 생성소멸(生成消滅)을

말하므로, 이 말은 생성소멸(生成消滅)과 소멸생성(消滅

生成)의 끊임없는 운행과 끊임없는 변화를 화(化)라고

한다고 할 수 있다.18) 이처럼 생성과 변화는 자연의 몫

이니 인간의 의지대로 할 수 없다. 소쇄원 오곡문이 취

하는 형식은 생성소멸, 소멸생성이 반복함은 변화하는

변화와 자율 하는 생성은 생명을 갖게 된다. 소쇄원의

오곡문은 자연에 순응하여 자리함으로서 자연의 자유로

운 형식은 변화하는 자율로서 자유로운 생명을 생성한

다. 시간과 공간, 인간은 서로 조화를 이루며 시간과 공

간 속에서 자연스러운 자율적 생성과 소멸이 일어나는

동시에 생명성을 갖는다. 이러한 공간 속에서 일어나는

소멸은 사라져 없어지는 소멸이 아닌 소멸로 하여금 새

롭게 생성되는 자율적인 생성인 것이다. 공간은 이러한

소멸과 생성의 반복으로 풍부해지게 될 것이다. 생성은

인간과 교감하여 또 다른 차원의 새로움으로 생성되어지

게 되며, 경험하는 생명에 따라 변화하며 생성되어 질

것이다. 이는 단 한순간도 새롭지 않은 순간이 없으며,

단 한순간도 같거나 다르지 않다는 말이다.

(4) 변화와 순환

여여부동하나 완성의 형

(形)이 아닌, 커지고 작아지

고 사라지는 변화무쌍한 형

태는 마치 “허공이 다니지

도 않고 머물지도 않으면서

갖가지 위의를 잘 나타내

보이는 것 같고 빛깔도 아

니면서 백 천 가지 빛깔을 잘 나타내 보이는 것과 같다.

오래 나아가지도 잠깐 나아가지도 않으면서 절정을 이르

게 하는 듯한” 비대상적이고 가장 간결한 형태는 그 건

축 공간의 사상을 현전으로 인식하게 한다. 사상이 조형

으로 드러나는 것은 건축의 당연한 원리이다.19) 전통공

간에서 변화는 단순한 형식의 다양함이 아닌 마치 환상

과도 같은 존재이며, 자연과 공간이 그 어떤 형식으로도

멈추거나 고정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양진당의 자연적 재료는 무기교의 기교로 재

료 본성이 지닌 변화의 소박한 아름다움은 자연적인 변화

와 표현의 미를 자연과 대립되지 않는 미로 변화를 표현하

고 있다. 자연 재료는 단순히 건축의 재료로만 본 것이 아

니다. 열, 빛, 바람, 공기, 습도 등 자연 에너지를 조절하여

자연 에너지에 의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였다. 이는 자연

스러운 미를 형성할 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 면에서도 뛰어

난 역할을 한다. 순환적 자연에너지 활용은 인간 생활과

18) 윤재근, 東洋의 本來美學, 나들목, 2006, pp.434-435

19) 김개천 외 2, op. cit., 2009, pp.71-72

경제적 측면에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자연을 파괴하지 않으

며 자연과의 공존을 위한 배려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다.

동양 사상을 기반으로 지속가능한 전통공간에서 생태 미

학적 특성을 유무상생, 시공간의 동시화, 자율적 생성, 변

화와 순환으로 정리하여 살펴보면 다음 <표 5>20)와 같다.

구분 내용

유무상생

· 비움으로 채움

· 자연과의 조화

· 자연스러운 자연의 흐름

· 무(無)=유(有)

· 내·외부의 공존소쇄원 광풍각

시공간의 동시화

· 시간과 공간의 무한화

· 시간과 공간의 변화

· 경계의 소멸

· 지연, 공간, 시간의 관계성

· 사이의 미(관계의 미)

· 생동하는 공간독락당

자율적 생성

· 자유로운 생성 / 생명성

· 자연과 융화

· 소멸과 생성, 생성과 소멸

독락당

변화와 순환

· 자연의 변화

· 자연의 재료의

· 변화의 미(소박미)

· 시간, 공간, 물리적인 형식이

주는 변화의 아름다움
부용동 별서(세연정)

<표 5> 동양적 생태미학 특성으로의 공간 특성

위에서 정리된 생태미학을 생태계의 디자인 특성과 생

태미학의 원리가 어떠한 관계성을 갖고 도출되었는지 정

리해 보면 다음의 <표 6>21)과 같다. 생태미학은 지속가

능한 전통 공간에 표현되는 방법과 관점에 따라 더 많은

변화와 효과를 갖는다. 또한 더 많은 생태미학의 키워드

를 도출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 해본다.

<표 6> 도출과정과 관계성

4. 사례연구

사례분석은 2장과 3장을 통해 도출된 생태미학의 특성

20) 양은지, op. cit., p.78 재인용

21) 본 연구에서 전통건축의 특성을 생태미학에서 거론한 지속가능한

전통건축, 공간에서 나타난 특성들을 정리하여 본 연구에 맞는 특

성들을 정리한 것임으로 따로 특성에 관한 설명을 하지 않음.

양은지, op. cit., p.78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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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현 특성

유무

상생

이미지

소쇄원(광풍각) 부용동 별서 (세연정) 남간정사 독락당 남간정사

생태학적

특성
전체성, 다양성, 진화성, 항상성, 순환성 전체성, 다양성, 순환성 전체성, 다양성, 진화성 진화성, 다양성

표현 특성 ● ○ ◉ ◎ ● ◉ ◎ ● ○ ◉ ◎ ○ ◎

특성
자연과의 合(합), 경계의 소멸, 시선의 조작, 확장되는

투명함, 내·외부의 자연스러운 소통, 가변화된 공간

자연과 융화, 자연 지세에

순응

자연과 조화, 자연과

공간의 소통, 자연의 변화
자연과 간접적인 교감

생태 미학적

공간 특성

- 자연-공간-인간의 자유로운 흐름

- 무위적 유위의 공간

- 관망하는 여유

- 지형지세에 순응

- 자연과 융화

- 소통

- 자연과의 합(合)

가변적 형식의 벽 구조는 공간의 본질을 비움으로 본

결과이다. 비워진 공간은 자연의 흐름을 통해 곧 맑음

으로 채워진다. 소리, 빛, 바람과 같은 자연을 내부로

끌어 들여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외부로 흘러가게 함으

로서 그 어떤 형식도 고정화 되지 않는다.

가변화되는 벽은 프레임 역할로 자연을 관망, 자연을

한 폭의 그림으로 공간에 살아 있게 한다.

건축물은 주변의 자연 환경과의 맥을 연결하고 자연 지

세에 순응하는 형식을 취한다.

인위적인 형식의 건축물은 억지로 자연을 흉내 내거나,

닮으려 하지 않으며 자연과 융화를 이루었다.

비워진 공간은 물리적은 공

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

다. 공간은 비워진 듯 하지

만 빛, 소리와 같은 형식으

로 채워지게 된다.

낮에는 빛으로 교감하고 밤

에는 창호지를 통해 자연을

그림자로 교감하며, 자연과

인간, 공간이 합을 이루며

자연을 삶의 일부로 자연스

럽게 받아드리게 된다.

지속가능한

전통 건축의

특성

직접적 물리적 기술적 간접적 생활적 생태적

● ● ● ● ● ●

생태-미학적 생태-재생적 생태-문화적

융화성 다양성 전이성 변화성 확장성 자재미 효율성 실용성 순환성 소박미 조화성 전통성 지역성 관계성

● ● ● ● ● ● ● ● ●

시공간의

동시화

이미지

소쇄원 독락당 소쇄원 남간정사 독락당

생태학적

특성
전체성, 다양성, 진화성 전체성, 진화성 다양성, 진화성 전체성, 진화성, 항상성

표현 특성 ● ○ ◉ ◎ ● ○ ◉ ◎ ○ ◎ ○ ◉ ◎

특성 공간의 전이성, 사유하는 공간, 자연과 공존
공간과 자연, 변화하는

무한함

공간의 매개적 역할,

공간의 진행성

시선의 조작, 자연과의

교감

생태 미학적

공간 특성

- 사유하는 공간

- 자연에 순응
- 관망하는 아름다움

- 생동하는 공간

- 감정의 변화

- 공간의 전이성

- 공간의 숨 쉼

자연의 지세에 순응하여 형성되는 길은 자연과 합을 이

루는 자연의 공간이기도 하며, 자연으로 구성된 길은

단 한 순간도 같지 않는 공간이다.

공간은 시간의 흐름으로 인해 매순간 다르며 그 공간을

경험하는 사람으로 인하여 무한히 변화하게 된다.

자연과 공간은 시간의 흐름

에 따라 변화하며, 변화의

과정 속에서 공간은 단 한

순간도 같지 않다. 자연과

공간, 인간과 시간은 단 한

순간도 같지 않으며, 이 모

든 것 역시 단 한 순간도

같은 경험을 하지 않으나

이 시간과 공간은 연속적으

로 흐르며 무한히 변화하지

만 또한 항상 함께 이루어

진다.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서

생겨나는 다양한 이동 공간

은 틈과 같이 존재하며, 공

간에 흐름에 따라 전이성을

갖으며 매개의 역할을 한

다. 자연은 이러한 틈 사이

로 자유롭게 드나들며 공간

은 다양함을 갖게 된다. 틈

과 자연, 인간과 건축물은

관계 속에 조화를 이룬다.

ㅁ자형의 평면을 갖은 독락

당은 건축물과 건물이 만들어

내는 틈으로 건축물과 자연이

관계성을 갖는다. 하늘을 자

유로운 형식으로 바라보며 자

연과 소통하며 확장한다.

관계하는 아름다움을 통하

여 자연은 유형적, 직접적

으로 도입되고 있기는 하지

만 틈, 관계라는 형식을 통

하여 자연을 조작하는 듯

한 형식으로 무형적, 간접

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지속가능한

전통 건축의

특성

직접적 물리적 기술적 간접적 생활적 생태적

● ● ●

생태-미학적 생태-재생적 생태-문화적

융화성 다양성 전이성 변화성 확장성 자재미 효율성 실용성 순환성 소박미 조화성 전통성 지역성 관계성

● ● ● ● ● ● ● ●

표현 특성- 자연요소: 유형적 요소 ●, 무형적 요소 ◯ / 자연도입방법: 직접적 도입 ◉, 간접적 도입 ◎

<표 7> 지속가능한 전통건축의 생태 미학적 사례 분석표

키워드 유무상생, 시공간의 동시화, 자율과 생성, 변화와

순환을 지속가능한 전통 공간에서 표현되는 사례를 분석

하고 그 사례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그 목적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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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표현 특성

자율적

생성

이미지

소쇄원 독락당 부용동 별서 독락당 남간정사

생태학적

특성
전체성, 다양성, 진화성, 순환성 전체성, 진화성 다양성, 항상성 전체성, 다양성, 진화성

표현 특성 ● ○ ◉ ◎ ● ◉ ◎ ○ ◎ ● ◉

특성
자연 지세에 순응, 자연과 공간의 경계 소멸,

자연과의 공존

자유로운 생성과 소멸,

그리고 변화,

자연의 변화에 순응

비대칭적 대칭, 비대칭의

작용과 조화

지리적 특성을 이용한 공간

구성

생태 미학적

공간 특성

- 자연 지세, 자연 변화에 순응

- 지리적인 특성 적용

- 생성과 소멸, 소멸과 생성

- 자율과 생성, 변화와 적응

- 지리적인 특성 적용 - 자연과 어울림

인공적인 건물은 자연을 파괴하여 아름다움을 갖으려

하지 않고, 자연과 자연스럽게 융합하고자 노력하였다.

건물의 웅대함을 지향하기보다 자연과의 조화를 추구하

며 인위적인 공간과 건축물, 인위마저도 사라져 자연과

융화하고자 노력하였다.

전통 공간은 자연과 공간, 인간이 서로 조화를 이루며

시간과 공간속에서 자연스럽고도 자율적인 생성과 소멸

을 경험하게 된다.

자연을 가공하지 않은 있는

그대로 형식으로 자연과 공

간의 경계를 두지 않고 자

연을 받아드렸으며, 이는

자연의 소멸과 생성의 변화

를 받아드린 것이다. 자연

스스로 소멸하고 생성되는

자율적인 태도에 순응하는

것이며, 자율적 생성과 소

멸은 변화의 아름다움과 생

동하는 아름다움으로 나타

난다.

지형지세에 따른 비대칭적

의 균형에 맞춰 구축된 건

축물 사이의 공간은 전이적

효과를 지형지세에 따른 비

대칭의 대칭의 아름다움을

형성하며, 비대칭적 균형에

맞춰 구축된 건축물 사이의

공간은 전이적 효과를 갖는

다.

자연을 파괴하여 건물을 형

성하기보다는 자연지형에

그 형태와 변화까지도 받아

드려 건물을 구축, 자연과

그 변화에 순응하는 아름다

움을 추구하였다.

지속가능한

전통 건축의

특성

직접적 물리적 기술적 간접적 생활적 생태적

● ● ● ●

생태-미학적 생태-재생적 생태-문화적

융화성 다양성 전이성 변화성 확장성 자재미 효율성 실용성 순환성 소박미 조화성 전통성 지역성 관계성

● ● ● ● ● ● ● ●

변화와

순환

이미지

남간정사 부용동 별서 독락당 부용동 별서 남간정사 남간정사

생태학적

특성
전체성, 진화성, 순환성 전체성, 진화성, 항상성 전체성, 순환성, 항상성 진화성, 다양성 진화성, 순환성

표현 특성 ● ○ ◉ ◎ ● ○ ◉ ◎ ● ○ ◉ ◎ ○ ◎ ● ○ ◎

특성
무기교의 기교, 절제미,

자재미, 질박미

자연재료와 자연이 건축물

로 합쳐져 일어나는 변화

가변성을 통한 변화와

자연이 공간 안으로 흐름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

매개적 역할과 감정의

변화, 순화를 갖게 함

생태 미학적

공간 특성

- 선으로 구성된 단순한 미

- 단순함과 담백함

- 자연의 재료가 주는 미

- 자연이 변화하는 아름다움
- 자연의 흐름

- 변화와 순화의 무한함

- 시간, 공간, 현상에 따른

변화

- 상호 관입

- 변화와 관계

장식을 절제하고 재료의 본

성을 최대한으로 살려 수수

하고 담담한 변화의 미를

나타낸다. 자연의 원형을

그대로 사용함은 자연 그대

로의 아름다움을 표현한다.

자연 재료와 자연이 건축물

과 합쳐져 일어나는 변화는

자연의 순환은 미적인 요소

도 가지고 있지만 에너지를

흐르게 하여 순환시킴으로

경제적인 면에서도 아주 큰

역할을 하게 된다.

가변화되는 형식의 문은 단

순한 반복을 통하여 다양한

변화를 갖게 한다. 전통 공

간에서 문은 새로운 공간으

로의 매개적인 역할과 공간

과 공간의 매개적 역할을

통하여 감정의 변화를 갖게

하며 문을 통한 다양한 순

환은 무한함을 갖는다.

창호지의 사용은 욕망이 배

제되고 순수하고 겸허한 미

를 추구하였으며, 창호지를

통해 들어오는 자연은 그

어떠한 기교보다 더 아름다

운 변화의 미를 갖는다.

문은 새로운 공간으로의 매

개적 역할과, 공간과 공간

의 매개적인 역할을 통하여

감정의 변화를 갖게 한다.

이러한 문을 통한 다양한

순환은 무한함을 갖는다.

지속가능한

전통 건축의

특성

직접적 물리적 기술적 간접적 생활적 생태적

● ● ● ● ●

생태-미학적 생태-재생적 생태-문화적

융화성 다양성 전이성 변화성 확장성 자재미 효율성 실용성 순환성 소박미 조화성 전통성 지역성 관계성

● ● ● ● ● ● ● ● ● ● ●

표현 특성- 자연요소: 유형적 요소 ●, 무형적 요소 ◯ / 자연도입방법: 직접적 도입 ◉, 간접적 도입 ◎

<표 7> 지속가능한 전통건축의 생태 미학적 사례 분석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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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생태학적 세계관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은 생태 미학

적 사고와 지속가능한 개발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형성하

였다. 지속가능한 건축물은 녹색건축이라는 형식에 의해

미학적으로는 퇴보하고 미와는 상관없는 건축물로 인식

되어지고 있다. 그러나 동양적 사고로 보면 생태미학과

지속가능한 건축물은 새롭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본 연구의 배경이 되었다. 자연과 공간, 인간이 서로 조

화를 이루고 융화하는 삶을 통하여 서로 균형을 이루고

자 함은, 생태미학과 지속가능한 건축, 동양 사상 이 세

가지의 측면 모두가 추구해 나가고자 한 기본 개념이다.

이러한 기본 개념을 기반으로 생태미학과 지속가능한 건

축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한국 전통 주거공간에서 그

연계성과 표현방법 및 특성을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시

도는 생태미학과 지속가능한 건축, 전통공간에 대한 보

다 다양한 시각을 형성하고 공간인식에 대한 새로운 틀

을 제시할 수 있는 가능성을 찾는데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동양의 자연관을 생태 미학적 특성을 적용하여 그 표

현 특성을 살펴보았으며 이러한 특성을 바탕으로 지속가

능한 건축의 개념과 표현특성을 연계하여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동양적 측면에서 자연을 크게 유형적, 무

형적 요소와 직접적, 간접적인 방법으로 분류하여 그 특

성을 살펴보았다. 생태 미학적 관점에서 살펴본 지속가

능한 전통 공간의 특성은 ‘유무상생’, ‘시공간의 동시화’,

‘자율과 생성’, ‘변화와 순환’이며, 이와 같은 특성을 다음

과 같이 요약 할 수 있다. 전통공간은 자연과 융화하고

자 공간을 비웠으며, 비움은 곧 채움의 공간이 되어 서

로 상생하였다. 시간과 공간은 무한함을 갖는 동시에 동

시화를 이루고 있었으며, 자연에 순응하며 합을 이루었

다. 자율적인 생성은 소멸과 생성의 무한 반복을 통하여

새로운 생명력을 가졌다. 단순한 반복을 통하여 자연과

공간은 변화 할 줄 알았으며, 자연의 변화를 받아드려

융화하는 법을 알았다. 전통공간에서 인간은 자연을 거

스르지 않고 자연과 공존하고자 하였으며, 자연을 인위

적으로 공간 안으로 끌어드리려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흐르도록 하였다. 동양의 도가적인 사유에서 자연과의

융화는 삶 그 자체였다.

지속가능한 건축은 단순히 환경을 지속하고 유지하고

자 하는 개념이 아닌 경제적 측면도 중요한 역할을 한

다. 전통 공간은 자연과 순환 원리를 받아드리며, 자연의

순환은 에너지 조절 및 효율성을 높이며 경제적인 면에

서 아주 큰 역할을 한다. 또한 자연 스스로가 자연의 대

체 에너지가 되면서도 스스로를 들어내지 않는 형식으로

미적인 요소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자연과의 융화가 잘 드러난 도가사상을 바탕

으로 형성된 전통 공간으로 한정함에 따라, 전통공간에

서 나타나고 있는 생태미학적인 다양하고 아름다운 표현

특성과 지속가능한 특성을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었다.

전통공간에서 생태 미학적 관점에서의 지속가능한 건

축적 특성은 표현되는 방법과 관점에 따라 더 많은 표현

특성과 변화와 그 가능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따라 전통공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건축과 생태미학의

다양한 시각과 방법을 제시하는 후속 연구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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