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Vol.21 No.4 Serial No.93 _ 2012. 08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1권 4호 통권93호 _ 2012.0840

현대건축에서 나타나는 중정의 유형 변화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Typological Alteration of the Courtyard in Modern Architecture

Author 이정민 Lee, Jung-Min / 정회원, 국민대학교 실내디자인학과 초빙교수

김국선 Kim, Kook-Sun / 정회원, 김포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학과 교수

우현용 Woo, HyunYong / 정회원, 국민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과정

Abstract Courtyard is evolving from the conventional one element of a building far beyond into independent peremeter of

urban architecture, of which function has been darmatically upgraded from embedded traditional air fluiding, nutural

lighting system into where full fledged function can be experienced so much as your imagimation reaches taking

major social responsibility such as intact offline social networking which links people from neighbors, inter / extra

buiding openness which allow people can communicate among othewise between themselves and artificial natural

environmental emelents supplier where people resort to relaxation and natural healing. Roles of courtyard has

been by far streatched out into nearby natural healing space where people can shake off their unavoidable

stresses from the modern life relaxing themselves looking at the sky otherwise observe natural surroundigns such

as plants, flowers and waters. Thanks to hereonto mentioned its merits, Courtyard building is widely used and

seen as a center of modern urban design in residence, public bilding and urban planned buildings. Courtyard

biulding is nowadays boasting their morphological diversity brought out from lots of topological variation, type

variants, cross section and inter relationship with the other neighboring spaces. Hence, hereby I have been

studied how above mentioned three major peremeters of courtyard has been upgraded in modern architecture

comparing the period from 1960 to 1990 and the period starting from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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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현대 세계적 건축물들을 보게 되면, 건축물과 인간의

조화, 건축과 자연의 조화라고 하는 주제에 대해 끊임없

이 해답을 찾고자 하였으며, 그 노력의 일부분으로, 건축

물에 들어가 있는 중정(中庭)이라고 하는 공간을 기능적,

사회적, 문화적인 측면에서 다면적 재해석을 하고 있으

며, 그러한 중정의 과감한 형태 및 응용의 진화와 발전

을 목도하게 된다.

현대 건축에 있어서, 중정이 자리 잡고 있는 위상이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유명 건축가들의 작품에서도 활

용빈도가 높아지고 다양한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찾아볼

수 있다.

중정은 이미 현대건축에 있어서, 단순한 건물의 한 요

소에서 벗어나, 도시건축의 독립적 요소로까지 조명되고

있으며, 전통적 환기, 채광, 통풍의 단순기능에서 벗어나

인간과 인간을 연결하는 직접적 사회 네트워킹기능

(intact offline social networking), 건축 내. 외부 혹은

건물간을 연결하는 개방기능(inter/extra building

openness), 인공적 자연 제공 기능(artificial natural

environment supplying)을 한다. 또한 인간은 중정의 프

레임을 통해 하늘을 보는 즐거움과 고요한 공간속에서

수목을 관조함으로써 현대의 바쁜 도시 생활과 소음 속

에서 받는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어 중정의 치유 공간으로의 역할도 한다. 이러한

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는 중정형 건물이 사회, 문화의

중심기능으로 주택 및 공공건물 및 도시계획 시설물 등

에서 다양한 형태로 응용되어 지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

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중정형 건물은 그 형식이 매우

다양하며 건물에서의 중정의 위치, 중정의 형태, 중정의

단면 그리고 중정과 내부공간과의 관계에 따라 많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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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작품명, 년도 건축가 용도

1 Kimbell Art Museum 1972 Louis Kahn 박물관

2 Hirshhorn Museum 1974 Gordon Bunshaft 박물관

3 Gilardi House 1975 Luis Barragan 주 거

4 Miro Foundation & Center 1975 Josep Lluís Sert 박물관

5 Row House 1976 Ando Tadao 주거

6 White U 1976 Toyo Ito 주거

7 Koshino House 1984 Ando Tadao 주거

8 Menil Collection 1987 Renzo Piano 박물관

9 I house 1988 Ando Tadao 주거

10 Nexus House 1991 Rem Koolhass 주거

11 Fukuoka Housing 1991 Steven Holl 주거

12 Rue de Meaux1991 Renzo Piano 주거

13 Naoshima Contemporary Art
Museum 1992 Ando Tadao 박물관

14 Gaspar House 1992 Alberto Campo Baeza 주거

15 Lee House 1993 Ando Tadao 주거

16 수졸당 1993 승효상 주거

17 Dutch House1995 Rem Koolhaas 주거

18 French National Library 1995 Dominique Perrault 도서관

19 Burda Media Park 1996
Ingenhoven Overdiek

Kahlen and Partner
사무시설

20 Makuhari Housing 1996 Steven Holl 주거

21 Nomi house 1996 Ando Tadao 주거

22 Hanegi Forest 1997 Shigeru Ban 주거

23 Getty center 1997 Richard Meier 박물관

24 M House 1997 Sejima & Ryue 주거

25 Rectory building of University of
Alicante 1998 Alvaro Siza 교육기관

26 Weekend House1998 Ryue Nishizawa 주거

27 House of 15 Patios 1998 Legorreta Architectos 주거

28 Center for Innovative Technologies
BIT 1998

Alberto Campo Baeza 교육기관

29 Felix Nussbaum Haus 1998 Daniel Libeskind 박물관

30 Quartier Schützenstraße 1998 Aldo Rossi 주거

<표 1> 분석 선정 리스트

형적 다양성이 존재한다. 각각의 유형은 그것이 파생된

지역의 사회. 경제적인 요인과 기후. 풍토적인 요인을 함

축하고 있다.1)

유형이라는 범주화작업은 인간이 막대한 양의 지식을

다양한 정보의 범주로 구분하여 정리하는 수단으로서 각

범주들의 특성에 대한 신속하고 정확한 파악이 가능하

다. 건축 유형의 개념은 건축의 형태가 환경적. 역사적.

문화적 특징과 결부되어 표현된 것으로서, 건축연구에서

의 유형화 작업은 건축물의 유형에 대한 전형적 이미지

제공 및 디자인 발전과정에 대한 이해를 도와줄 뿐만 아

니라, 공간구조(Spatial Structure)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일반인과 디자이너 사이의 효율적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해 주며, 초기설계단계에서 의사전달 기능과 분류의 이

론적 체계로서의 도구적 역할을 함과 동시에 디자인 가

이드라인으로서의 중요한 교육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

다.2)

현대 건축에서의 중정의 기능과 형태는 과거의 기후

적, 문화적 요인보다는 공간의 조형적 기능과 다양한 공

간구획 역할 및 조경적 요소로 변화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는데, 본 연구는 현대건축에서 나타나는 중정형 건축

공간의 포괄적인 이해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중정이 가

지는 유형적 다양함을 알아보고 이를 근거로 향후 건축

시장에 어떠한 방향성으로 전개해 나갈 것인가를 가늠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본 논문의 주요의제로 중

정을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의 목적은 중정의 형태, 위치, 단면을 1960년대

에서 1990년, 극도의 다양한 경향들이 나타나 어떤 특정

한 시기를 대표한다고 말하기 어려운 1991년 이후에 나

타나는 다양한 유형을 비교분석하여 시대가 흐름에 따라

변화하는 형태와 중정 배치, 단면 유형을 규명하고자 한

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현대 건축은 현대 도시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현상과

그 변화를 대변해 주고 있다. 현대 건축물에서 표현되고

있는 중정 공간 또한 그 변화의 양상에 발맞추어 그 형

태와 개념이 다양하게 변화하고 있다.

유형 분석대상의 선정기준은 1979년부터 지금까지 34

년간 총 37명의 건축가가 수상을 한 프리츠커상 수상자

중 중정을 주로 사용하는 건축가 중심으로 50개의 건축

물을 선정했으며 나머지는 1970년대부터 현재까지 국내.

외 건축전문지(El Croquis, SPACE) 및 건축 서적, 국내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을 통해 1960년대 포스트모더니즘

1) 손세관, 중정형 도시주택의 공간구조에 관한 문화적 비교연구, 대

한건축학회논문집 10권 11호 통권73호, 1994.11, p.15

2) 이성훈 박용환, 제3세대 뮤지엄 건축의 유형에 관한 연구, 한국실

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16권 5호 통권58호, 2007.10, p.71

이 대두되기 시작한 이후, 각 시대별, 국가별, 작가별로

다른 중정건물보다 다양한 공간구성을 보여 분석의 가치

가 있다고 판단한 중정 건물 30개를 엄선하였다. 과거에

는 중정형 건물이 주로 주택에 한정되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건물에서 중정이 나타나 주거 뿐 아니라 박물관,

교육기관, 사무시설 등에서 나타나므로 총 80개의 다양

한 용도로 지어진 건축물의 중정의 형태와 빈도수가 시

대의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1960～1979년 6개, 1980～1999년 26개, 2000년 이

후 현재까지 48개로 뚜렷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수치는 조사대상 건축가의 작품

에 한정되었다는 한계가 있으므로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

만, 전체적으로 중정형 건물의 개수가 증가하고 있다는

것만은 확실해 보인다.

본 연구의 방법은 첫째, 관련문헌조사를 통해 중정의

개념과 변천과정 및 공간구성 특성을 살펴보고, 둘째, 해

외의 조사대상 중정건물을 선정하여 이를 토대로 각 건

물의 건축개요, 설계개념, 각종 도면 등의 자료를 수집하

고, 이를 토대로 중정이 시대가 흐름에 따라 어떻게 변

화하고 있는지 분석. 연구하고자 하며 그 분석대상은 다

음의 <표 1>과 같다. 이후 분석에는 대상작품을 번호로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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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수백당 1998 승효상 주거

32 Aplix Factory 1999 Dominique Perrault 공장

33 Rue des Suisses 2000 Herzog & de Meuron 주거

34 Commercial and Apartment Building
DornacherPlatz 2000

Herzog & de Meuron 주거

35
Educational Pavilion at Arrixaca

Hospital 2001

Sol Madridejos.Juan

Carlos Sancho Osinaga
병원

36 Jewish Museum Extension 2001 Daniel Libeskind 박물관

37
REHAB, Center for Spinal Cord and
Brain Injuries 2002 Herzog & de Meuron 병원

38 Cala University of Minnesota 2002 Steven Holl 교육기관

39 Casa Moriyama 2002 Ruye Nishizawa 주거

40 Funf Hofe 2003 Herzog & de Meuron 쇼핑몰

41 Clark Center 2003 Norman Foster 교육기관

42 The Mccormick Tribune Campus
Center at IIT 2003 Rem Koolhaas 교육기관

43 21st Century Museum 2004 Kazuyo Sejima 박물관

44 Forum 2004 Building 2004 Herzog & de Meuron 복합시설

45 Office la defence 2004 UN STUDIO 사무시설

46 Chichu Art Museum 2004 Ando Tadao 박물관

47
MUSAC-Contemporary Art Museum
of Castilla and Leon 2004

Luis Moreno Mansilla &
Emilio Tunon 박물관

48 Design Development Center 2004 TEC Design Studio 사무시설

49 Budenberg Haus2005 Norman Foster 주거

50 Reina Sofia Extension 2005 Jean Nouvel 박물관

51 New York Times Square 2005 Renzo Piano 사무시설

52 Tomihiro Art Gallery 2005 Makoto Yokomizo 박물관

53 Bellevue Art Museum 2005 Steven Holl 박물관

54 De Young Museum 2005 Herzog & de Meuron 박물관

55 Tietgen Residence Hall 2005 Lundgaard & Tranberg 주거

56 Guerrero House 2005 Alberto Campo Baeza 주거

57 Civic Center (Onishi Hall) 2005 Sejima & Ryue 공공건물

58 EggO House 2006 A 69 Architects 주거

59 The Glass Pavilion Toledo Museum
of art 2006 Kazuyo Sejima 박물관

60 Loop House 2006 NL Architects 주거

61 NE Apartment 2007 Yuji Nakae 주거

62 Benetton Nursery 2007 Alberto Campo Baeza 교육기관

63
The Gateway, Maryland Institute
College of Art 2008 RTKL 교육기관

64 Pearl Academy of Fashion 2008 Morphogenesis 교육기관

65 Takeo Obayashi Home 2008 Ando Tadao 주거

66 TEA(Tenerife Espacio de las Artes)
Art Museum 2008

Herzog & de Meuron 박물관

67 Okurayama APT 2008 Kazuyo Sejima 주거

68 Vanke Center 2009 Steven Holl 복합시설

69 White O 2009 Toyo Ito 주거

70 Embassies of the Nordic Countries
2009

Berger+Parkkinen

Architekten
사무시설

71
Three-Courtyard Community Center
2009 AZL architects 공공건물

72 Hotel Renaissance 2009 Christian de Portzamparc 숙박시설

73 Mimesis Art Museum 2009 Alvaro Siza 박물관

74 Villa Ronde 2010 Ciel Rouge 주거

75 Rolex Learning Center 2010 Kazuyo Sejima 교육기관

76 8 House 2010 Big-Bjarke Ingels Group 주거

77 Social Centre Brufe 2010 Imago 공공건물

78 Teshima Art Museum2010 Ryue Nishizawa 박물관

79 Hiroshi Senju Museum 2010 Ryue Nishizawa 박물관

80 Ken Iwata Mother and Child
Museum 2011

Toyo Ito 박물관

2. 중정의 정의와 시대적 유형

2.1. 중정의 정의

각각의 시대에 따른 사회. 문화적인 배경에 따라 조금

씩의 의미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 사전적 의미로 ‘중

정(中庭)’은 건물과 건물 사이에 있는 마당을 뜻하며,

court yard, atrium, patio라고도 한다. 중정은 사방이 건

물로 둘러싸인 폐쇄된 외부공간을 의미하지만 꼭 네 방

향 모두가 건물로 둘러싸일 필요는 없으며, 보통 두 방

향 이상이 건물로 둘러싸이고 나머지 두 공간은 벽 또는

담으로 둘러싸여서 폐쇄된 외부 공간을 형성하면 중정이

라 부를 수 있다. 즉, 중정을 두고 있는 건축물은 중정

주변으로 주요 공간이 배열되어 중정을 중심으로 활동이

전개되는 공간 구성이 이루어진다. <표 2>는 학자들 간

에 정의하는 중정에 대한 내용이다.

학자 정의

카우

(kao)

중정을 ‘지붕 없는 방(roofless room)’, 또는 ‘외부의 방’이라고

정의하였는데 이는 중정이 외부공간이기는 하나 주택 내에서

하나의 내부공간처럼 생활의 중심이 될 수 있으며 사적 공간

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에 의하면 중정은

벽에 의해 만들어지는데 이때의 벽은 시각적 차단(visual stop)

이 가능한 높이 이상이어야 한다고 보았으며, 중정은 2면 이

상이 이러한 벽이나 건물에 의해 둘러싸여진 것이라 하였다.

세나워

(N.Schoenauer)

중정형 주택을 ‘대지의 부분 또는 전체가 주거부분으로 둘러

싸인 한 개 이상의 중정을 갖는 단일가족의 주거단위’라고 정

의하며 여러 단위의 주택이 하나의 커다란 중정에 면하는 블

록형 집합주택과 구분하려 하였다. 결국 중정형 주택은 중정

을 향해서는 개방적인 형상을 취하는 반면 외부를 향해서는

폐쇄적이며 배타적인 형상을 취한다고 불 수 있다. 그에 따르

면 역사적으로 중정은 자연과의 접촉, 프라이버시의 확보, 시

각적인 즐거움이란 거주자의 요구에 실질적인 대응방법으로서

좋은 해결책을 제시해왔다.

바그네이드

(Amr Bagneid)

‘중정은 개구부가 거의 없는 연속적인 벽으로 둘러싸인 외부

공간이다.’라고 정의하면서 외부 공간, 이웃주택과의 관계에서

폐쇄적인 형태의 주택을 중정형 주택이라고 부르고 있다. 중

정을 통해 걸러지지 않은 자연과의 접촉이 가능하며, 현대적

인 의미로는 개구부가 유리로 둘러싸인 아트리움이나 주위 건

물로 둘러싸일 필요가 없는 마당과는 구분되는 것이다. 중정

을 구성하는 구성요소는 크게 외피, 내용물 그리고 배치 또는

그 위치로 이루어진다고 하였다. 세분하면 외피는 바닥, 벽,

지붕으로 이루어지며 위치는 주변 환경을 나타내고 내용물은

식재와 인간, 수증기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눠볼 수 있다. 그

리하여 이러한 중정의 구성요소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쾌

적한 중정환경을 형성하게 된다.3)

메킨토시

(Duncan

Mackintosh)

메킨토시(Duncan Macintosh)는 ‘주거 내에 독립된 외부공간이

있고, 이와 동시에 주요실의 개구부가 이 독립된 외부공간을

향할 때 중정형 주택이다.’ 라고 분류하고 있다.

<표 2> 중정의 정의

2.2. 중정의 시대적 유형

(1) 고대에서 근대까지의 중정의 유형

과거의 중정은 다목적인 생활공간이었을 뿐만 아니라

주요 실들의 진입을 가능하게 해 주는 동선의 중심이기

도 하였다. 처음의 중정은 사회심리적인 요인으로 외부

로부터 프라이버시를 확보하고 경제적으로 대지의 한정

성을 극복하기 위해 발생되었다. 또한 외부와 차단된 환

경으로, 기후조건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이점을 가

지고 있어 중정에 자연을 도입함으로써 보다 나은 환경

조건을 만들어 내었다. 주로 서아시아와 서양에서 중정

을 가지고 있는 주거의 형태로 발견되는데, 이는 당시

성벽을 쌓아 외세의 침입으로부터 국가를 지키고, 그러

한 사회 심리적 요인이 가사나 재산 등의 개인적인 프라

3) Amr Bagneid, Indigenous Residental Courtyards, VOLUME IV,

IASTE, 1989, p.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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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면유형 명 칭 해당번호 합계(%)

사각형
1,3,4,5,8,9,10,1,11,12,14,16,17,18,19,20,21,24,2

5,26,27,31,32,33,35,37,38,43,44,46,51,56,59,71

34

(42.5%)

삼각형 15,28,29,65,66
5

(6.25%)

원형 2,13,22,23,41,55,58,61,63,74,75,78,79,60
13

(16.25%)

말발굽형 6
1

(1.25%)

다각형 42,47,49,50,60,62,68,72,76
9

(11.25%)

복합형 7,30,54,77
4

(5%)

자유곡선형 48,52,53,64,69.73,
6

(7.5%)

골목길형 34,36,39,40,45,57,67,70
8

(10%)

<표 4> 중정의 형태에 따른 분류

이버시를 지키기 용이한 중정형 주택이 만들어졌다. 중

정은 기능적인 필요에 따라 마당의 형태를 이루어 형태

가 반드시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거의 대

부분은 사각형이며 3면 혹은 4면이 건물로 둘러싸인 형

으로 나타난다.

(2) 모더니즘 이후의 중정 유형

본격적으로 주택이 아닌 공용 건물에 중정형 건물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1920년대에 일어난 모더니즘 이후

라고 할 수 있다. 모더니즘은 무엇보다 기성 건축이나

인습으로부터의 단절을 의미하는데, 이는 새로운 재료와

건축기술을 사용하여 더 가볍고, 더 넓고, 기능적인 환경

을 만들 수 있었다. 원형 등의 새로운 형태가 사용되긴

하지만 중정의 형태는 계속해서 사각형 위주이며 배치도

내부 3면 혹은 4면이 건물로 둘러싸인 형으로 나타난다.

(3) 포스트 모더니즘 이후의 중정 유형

중정공간이 보다 자유롭고 개방적인 형식을 가지는 것

은 포스트모더니즘 이후에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때부터 사각형, 삼각형, 원형, 다각형, 자유곡선형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며 중정의 위치도 과거 건물의 중

심에 배치되었다면 이때부터는 다양한 위치에 배치되며

중정의 개수도 자유롭게 나타나고 단면 역시 건물로 둘

러싸인 1층에 있는 중정 뿐 아니라 필로티형, 상부형, 썬

큰형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

3. 중정의 유형 사례 분석

본 연구의 대상으로 선정된 80개의 사례를 중심으로

각각의 사례를 건축 스타일이 다양화되고 형태가 자유로

운 건물들이 많이 나타나는 다원화의 시대라고 할 수 있

는 1990년을 기준으로 이전과 이후로 나누었다. 분석의

틀은 평면, 배치, 단면으로 나누었는데 평면 분석은 중정

공간의 횡적 구성 형태에 따른 특성을 기준으로 하고,

중정의 배치는 중정 공간이 전체 건축 내에 위치하는 특

성에 따라 기준을 정한 것이며, 단면은 중정 공간의 종

적 구성 형태에 따른 특성별 유형변화를 도출하고자 함

이다. 또한 일반적으로 공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할 때는

기본적인 평면, 입면, 단면을 기준틀로 함으로 본 연구에

서도 중정의 평면, 배치, 단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3.1. 중정의 형태에 따른 분류

중정의 형태는 평면 유형에 따라 <표 4>와 같이 한정

하고, 그 기준에 따라 선정 대상 80개를 분류하여 분석

하였다.

(1) 평면 유형 분류 기준

명칭은 정사각형, 삼각형, 원형, 말발굽형, 다각형, 복

합형, 자유곡선형, 골목길형으로 나누었으며 그 범위는

다음 <표 3>과 같이 한정한다.

평면유형 명칭 한정

사각형
정사각형, 직사각형, 사다리꼴, 평행사변형, 마름모

포함

삼각형 정삼각형, 이등변삼각형, 직삼각형포함

원형 원형, 타원형

말발굽형 말발굽형

다각형 오각형, 육각형, 팔각형

복합형 한 건물 내 서로 다른 도형

자유곡선형 자유로운 곡선형

골목길형 골목길처럼 좁고 긴 형

<표 3> 중정의 형태에 따른 명칭 한정

(2) 평면 유형에 따른 분석

중정의 형태를 여러 가지로 나누어 본 결과 사각형이

가장 많은 42.5%로 34개, 다음은 원형이 16.25%로 13개,

다각형이 11.25%로 9개, 골목길형이 10%인 8개, 자유곡

선형이 7.5%로 6개, 삼각형이 6.25%로 5개, 복합형이

5%로 4개, 말발굽형이 1.25%로 1개로 나타났다.

3.2. 중정의 배치에 따른 분류

중정의 배치에 따른 유형분석은 건물 내에서 중정이

위치하는 방식을 살펴봄으로써 얼마나 다양한 형으로 배

치가 되고 있는지 분석하였다.

(1) 배치 유형 분류 기준

배치유형은 총 10개로 중심형, 중심부 3면형, 편심부 2

면형, 동형 분산형, 자유형 분산형, 골목길형, 건물사이

형, 건물-담 사이형, 내부 I자형으로 나누어 보았고 그

범위는 다음 <표 5>와 같이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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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면유형 명칭 개요

저층단면형 D/L>1건물의 높이가 중정의 길이보다 낮은 중정

고층단면형 D/L<1 건물의 높이가 중정의 길이보다 높은 중정

복합단면형 고층건물과 저층건물 사이에 위치하는 중정

필로티형 필로티형의 건물에 둘러싸인 중정

건물-담 사이형 건물과 담 사이에 위치하는 중정

썬큰형 썬큰가든을 형성한 중정

상부개방형 건물의 상부에 형성된 중정

<표 7> 중정의 단면에 따른 명칭

배치유형 명칭 해당번호 합계(%)

중심형
2,4,6,12,13,18,25,28,29,50,51,55,58,

60,63,66,69,74,80

19개

(23.75%)

중심부 3면형 3,16,23,41,49,53,61,73
8개

(10%)

편심부 2면형 9
1개

(1.25%)

동형 분산형
1,8,17,20,22,26,27,30,31,32,37,43,44,

46,47,52,59,62,65,71,75,78,79

23개

(28.75%)

복합형 분산형 42,54,76,77
4개

(5%)

자유형 분산형 48,64,68
3개

(3.75%)

골목길형 36,39,40,45,57,67,70
7개

(8.75%)

건물사이형

손가락사이형
7,11,19,356,38

5개

(6.25%)

건물-담 사이형 5,14,33,34,56
5개

(6.25%)

중심부2면형 10,15,21,24,71
5개

(6.25%)

<표 6> 중정의 배치에 따른 분류

단면유형 명칭 해당번호 합계(%)_

저층단면형

1,4,5,6,8.13,19,25,28,32,37,38,41,42,

43,47,48,52,55,56,57,58,59,65,66,69,

73,75,77,78,79,80

32개

(40%)

고층단면형
12,20,23,29,30,36,39,40,44,45,49,50,

61,63,67,70,76

17개

(21.25%)

복합단면형 18,51,71,72
4개

(5%)

필로티형 2,22,54,64,68
5개

(6.25%)

건물-담 사이형 3,7,9,10,14,15,16,21,26,27,33,34,62
13개

(16.25%)

썬큰형 17,24,46,60,74
5개

(6.25%)

상부개방형 11,31,35,53
4개

(5%)

<표 8> 중정의 단면에 따른 분류

배치유형 명 칭 한 정

중심형 중정이 건물의 중심에 배치

중심부 3면형
중정의 한쪽이 개방되어 3면이 건물로 둘러싸인

형

편심부 2면형
건물의 모서리에 중정이 위치하여 두 면만 건물

에 접하는 형

동형 분산형
같은 형태의 작은 중정들이 2개 이상 반복되는

형

복합형 분산형
각기 다른 형태의 작은 중정들이 2개 이상 배치

되는 형

자유형 분산형
자유로운 곡선으로 이루어진 중정이 1개 이상

배치되는 형

골목길형
골목길처럼 동선을 유도하거나 연결통로로 이용

되는 형

건물사이형

손가락사이형

손가락처럼 열러 개로 뻗은 건물 사이사이에 위

치하는 형

건물-담 사이형 건물과 담 사이에 중정이 위치한 형

중심부 2면형 건물이 중정 양쪽으로 병렬로 위치한 형

<표 5> 중정의 배치에 따른 명칭

(2) 배치 유형에 따른 분류

중정의 배치 유형을 분류해 본 결과, 동형분산형이 23

개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었고, 그 다음으로 중심형

20개, 중심부 3면형과 골목길형이 7개, 건물사이형, 건물

-담 사이형, 중심부2면형이 각각 5개씩, 복합형 분산형 4

개, 자유형 분산형 3개, 마지막으로 편심부 2면형이 1개

의 순으로 나타났다.

3.3. 중정의 단면에 따른 분류

중정의 길이(L)와 건물 높이(H)와의 비는 일조조건을

정하는데도 중요하며 L/H=1근처에는 높이와 간격과의

사이에 어떤 종류의 균정(均整)이 존재하여 1보다 커지

느냐 작아지느냐로 공간구성상의 변절점(變節点)과 같은

것을 상정할 수 있을 것이다. L/H=1.5～2근처는 실례로

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수치이다. L/H=1보다 작아지면

인공간격이기보다는 잔부(殘部)의 공간이라고 할 수 있

을 것이다.4)

(1) 단면 유형 분류 기준

중정의 단면 유형은 총 7개로 나누었으며 건물의 높이

가 중정의 길이보다 낮은 저층단면형, 건물의 높이가 중

정의 길이보다 긴 고층단면형, 고층과 저층 사이에 위치

하난 복합단면형, 필로티를 통해 중정에 진입하는 필로

티형, 건물-담 사이형, 중정이 썬큰으로 이루어진 썬큰

형, 건물의 옥상 부분을 중정으로 사용하는 상부개방형

으로 <표 7>과 같이 분류하였다.

(2) 단면 유형에 따른 분류

중정의 단면 유형을 분류해 본 결과 중정의 길이가 건

물의 높이보다 긴 저층단면형이 40%인 32개로 가장 많

이 나타났고 다음으로 중정의 길이가 건물의 높이보다

짧은 저층단면형이 21.25%인 17개, 건물-담 사이형이

16.25%인 13개, 필로티형과 썬큰형이 6.25%인 5개, 복합

단면형, 상부개방형이 5%인 4개로 나타났다.

4) Yoshinobu Ashihara, 건축의 외부공간, 기문당, 1991, p.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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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평면

형태

No 평면

형태

No 평면

형태

No 평면

형태

No 평면

형태

배치 배치 배치 배치 배치

단면 단면 단면 단면 단면

1 17 33 49 65

2 18 34 50 66

3 19 35 51 67

4 20 36 52 68

5 21 37 53 69

6 22 38 54 70

7 23 39 55 71

8 24 40 56 72

9 25 41 57 73

10 26 42 58 74

11 27 43 59 75

12 28 44 60 76

13 29 45 61 77

14 30 46 62 78

15 31 47 63 79

16 32 48 64 80

<표 9> 중정의 이미지와 형태 배치 단면에 따른 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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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1960 ～ 1990 1991 ～ 현재

중정형태 개수 백분율(%) 개수 백분율(%)

22 27.5% 11 13.75%

3 3.75% 2 2.5%

4 5% 10 12.5%

1 1.252% 0 0%

0 0% 9 11.25%

2 2.5% 2 2.5%

0 0% 6 7.5%

0 0% 8 10%

<표 10> 시대별 중정 형태 비교 분석표

기간 1970 ～ 1990 19914 ～ 현재

배치유형 갯수 백분율(%) 갯수 백분율(%)

9 11.25% 10 12.5%

3 3.75% 5 6.25%

1 1.25% 0 0%

10 12.5% 13 16.25%

0 0% 4 5%

0 0% 3 3.75%

0 0% 7 8.75%

3 3.75% 2 2.5%

2 2.5% 3 3.75%

4 5% 1 1.25%

<표 11> 시대별 중정 배치 비교 분석표

기간 1970 ～ 1990 1991 ～ 현재

단면유형 갯수 백분율(%) 갯수 백분율(%)

10 12.5% 22 27.5%

5 6.25% 12 15%

1 1.25% 3 3.75%

2 2.5% 3 3.75%

10 12.5% 3 3.75%

2 2.5% 3 3.75%

1 1.25% 2 2.5%

<표 12> 시대별 중정 단면 비교 분석표

<그림 1> 1990년도 전후의 중정 형태 분포도

<그림 2> 1990년도 전후의 중정 배치 분포도

4. 소결

시대별로 구분을 해 보면, 사각형의 중정의 경우, 1990

년 이전에는 27.5%로 90년대 이전 총 합계인 32개 중 22개

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지만 1991년 이후에는 22.9%로 현저

히 줄어들었다. 반면, 1990년 이전에는 하나도 없었던 다각

형의 경우 1991년 이후에는 11.25%로 증가하였으며, 자유

곡선형과 골목길형도 1999년 이전에는 사례에서 찾아볼 수

없었지만 1991년 이후에는 각각 7.5%와 10%로 증가하였

다. 1990년대 이전에는 중정의 형태가 거의 사각형이었지

만 1990년 이후에는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배치유형은 <표 11>과 같이 1990년 이전에 동형분산

형이 11.25%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중심형

11.25%, 중심부 2면형 5%, 중심부 3면형과 골목사이형이

3.75%, 건물-담 사이형 2.5% 편심부 2면형 1.25%로 나

타났으며, 복합형 분산형, 자유형 분산형, 골목길형은 나

타나지 않았다. 1991년 이후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동

형분산형이 16.25%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중심

형12.5%,, 골목길형 8.75%, 중심부 3면형 6.25%, 복합형

분산형 5%, 자유형 분산형과 건물-담 사이형이 각각

3.75%, 건물사이형 2.5%, 내부중심형 1.25%로 나타났다.

배치분포는 1990년대 이전과 이후 거의 비슷하게 중심형

과 동형분산형이 많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

만 1990년대 이전에는 중심형과 동형분산형이 주를 이루

었다면 1990년대 이후에는 골목길형, 중심부3면형 등 골

고루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단면유형은 <표 12>와 같이 1990년 이전에는 저층단

면형과 건물-담 가이형이 12.5%인 10개로 가장 많이 나

타났고 그 다음으로 고층단면형이 6.25%이 5개, 필로티

형과 썬큰형이 2.5%로 각가 2개씩, 복합단면형과 상부개

방형은 1.25%인 1개로 나타났다. 1990년 이후에도 역시

저층단면형이 27.5%인 22개로 가장 많이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고층단면형이 15%인 12개, 복합형, 필로티형,

건물-담 사이형, 썬큰형이 각각 3.75%인 3개, 마지만 상

부개방형이 2.5%인 2개로 나타났다. 1990년을 전후로 저

층단면형과 고층단면형은 여전히 많이 나타났지만 1990

년 이전에는 건물-담 사이형 역시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

었다. 반면에 복합형, 필로티형, 건물-담 사이형, 썬큰형,

상부개방형이 비슷한 분포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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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990년도 전후의 단면형 분포도

5. 결론

본 연구는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세계적인 건축가

에 의한 중정형 건물을 대상으로 유형을 분류해 보았는

데 1990년대에 이르러 건물은 극도의 다양성의 경향 속

에서 어떤 특정 유형이 이 시기를 대표한다고 말하기 어

려운 상황이 되었다. 따라서 분석의 결과 1990년대 이후

건물에서의 중정의 사용 빈도도 높아졌지만 형태와, 위

치, 단면의 형태 또한 다양해졌다는 결론을 다음과 같이

얻게 되었다.

첫째, 형태의 분석 결과, 고대로부터 계속 사용되었던

중정의 형태는 거의 전부가 사각형이었지만 1900년대 초

반과 1960년대 포스트모더니즘의 시기를 지나면서 1990

년대 이후 다원화의 시대에 이르러 여전히 사각형은 많

이 사용되고 있으나 삼각형, 다각형, 불규칙형, 자유곡선

형, 각기 다른 형태가 한 건물 안에 복합적으로 나타나

는 복합형 등 다양한 형태들이 나타나고 있다.

둘째, 배치의 분석 결과, 고대로부터 중정은 건물의 중

심에 위치하여 채광, 통풍, 환기는 물론이고 가사작업,

각종 행사 등의 기능적이고 중심적인 역할을 해 왔다.

하지만 현대에서는 중정의 위치가 편심부에 위치하기도

하고, 같은 형태가 분산되어 한 건물 안에 배치되기도

하며, 다른 형태의 중정들이 여러 개 나타나기도 하고

손가락처럼 펼쳐져 있는 건물 사이사이에 중정이 위치되

기도 하며 건물과 담 사이에 배치가 되기도 하는 등 중

정이 건물 내에서 크고 작게 다양하게 나타난다.

셋째, 단면의 분석 결과 1990년대 전후로 저층단면형

과 고층단면형이 지배적이고 1990년 이전에는 건물과 담

사이에 있는 중정형이 저층단면형만큼 많았으나 1990년

이후에는 복합형, 필로티형, 건물-담 사이형 썬큰형, 상

부개방형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1960년대 이후 현재까지의 중정 건축

의 사용 빈도와 유형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으며, 시

대적 요구에 따른 다양한 공간의 변화와 시도가 적용되

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중정이 건축가들의 작품

세계에 정체성을 구현하는 새로운 공간을 찾기 위한 돌

파구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사료하는 바, 다음 연구과제

로는 중정을 즐겨 쓰는 건축가들의 중정을 분석하여 그

들의 건축스타일과 중정, 실내공간과 중정과의 상관관계

등을 연구, 분석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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