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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found out the change of spacial form of detached house in Korea on a 10-year basis from 1980s

though analysis on the architecture of each period.

For the subject houses of this study, the detached houses introduced repeatedly as excellent cases in technical

journals for architecture were collected among those completed by architects who designed numerous houses and

a survey was conducted on 18 detached houses of 18 architects among the in urban style houses in Seoul and

suburban style houses in the suburbs of Seoul.

Through this study, it could be found that, as the morphological application of traditional architecture was settled

with spatial concept, the external spatial form of the detached houses in Korea after 1980s was changed to

westernized form but the internal spacial form had been continuously changing suitable to our emotion by

reflecting the living habit and taste with the traditional attitude to perceive and accept the nature.

As for the change in the forms of interior space, vertical space with more than two floors became common.

Front porch and stair hall, which were located at the center of a house and became an important spacial

element that overlapped family’s moving line, changed to open and bright space that used transparent glass and

increased the space to contact the open air, reflecting our living habit and taste that preferred the feeling of

internal openness. A Private space, main room, was more segmented and luxurious, and a public space, living

room, secured the independency by getting close to symbolic yard.

As for the change in the form of exterior space, the form of façade window has been changing in its location

and size and brought free images due to the advancement of technology and material. The shape of roofs was

borrowed from western style and a lot of geometrical forms that break away from the concept of angle rater and

eaves are appear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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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주거 건축은 항상 우리 인류 문화를 대변하고 가장 관

심을 갖게 되는 인간을 위한 공간으로 그 시대의 경제적

사회적 모든 요소를 형태로 보여 준다.

아모스 라포포트(Amos Rapoport)는 주거 형태는 단순

히 물리적인 힘이나 어느 하나의 요소에 의한 물리적인

결과가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의 사회 문화적 요소의 산

물이라고 하였다.1) 따라서, 우리는 사회 문화적 환경에


 * 

이 논문은 2012년도 국민대학교 교내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연

구논문 임

대한 이해를 통해 삶을 반영하는 거울로서 주거 공간을

파악할 수 있고, 특정 시대의 주거 공간을 이해함으로써

당시의 사회, 문화를 파악할 수 있다.1)

1980년대 이후, 30여 년간 한국의 단독주택 형태는 그

동안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주거 공간은 인간의 행위와

사회의 시대적 요구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므로, 아무

리 그것이 급작스럽게 나타난 것이라 할지라도 늘 보수

적인 기존의 주거와의 갈등과 절충, 상호 보완을 겪으면

서 완성되고 있다. 역사적 추적은 결국 사물의 본질에

대한 탐색이며, 또한 미래에 대한 진지한 기대와 애정이

1) Amos Rapoport, House From and Culture, 주거형태와 문화, 이규

목 역, 열화당, 1985, pp.72-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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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해야 하는 작업이다.2)

한국 현대 주택의 디자인은 선진 외국 건축의 영향을

받아 왔음은 논란의 여지가 없으며, 한국 현대 주택의

외관 스타일은 전통 주거 형태와 함께 세계적인 변화 양

상을 표현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단독주택 실내 공간의 용도별 형

태 변화 및 실내 공간의 영역별 재료 변화와 외부 공간

의 용도별 형태 및 외부 공간의 영역별 재료 변화를 분

석하고, 선진 외국 양식이 그대로 차용되어 일반화 된

요소들과 전통 주거 형태와 함께 한국적 정서로 발전 변

형되어 온 요소들을 파악하여 우리의 주거 공간이 갖고

있는 중요한 위치를 재인식하고 한국의 주거 건축과 실

내디자인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하였다.

1.2. 연구 범위 및 자료의 선정

(1) 연구의 범위 및 방법

한국 단독주택 사례 분석의 범위는 실내 공간의 변화로

는 내부형태(층수, 진입 공간, 사적 공간, 공적 공간)와 내

부재료(바닥, 벽, 천정, 창호)의 변화 과정으로 한정하고,

외부 공간의 변화로는 외부형태(입면 창호 구성, 지붕의

볼륨)와 외부재료(벽, 지붕, 창호)의 변화로 한정 하였다.

본 연구의 범위는 한국 단독주택 30년, 즉 주거 공간

형태 변화에 대한 1세대 탐구를 위하여 1980년대부터 현

재까지 설계하고 준공된 주거 건축물 사례를 대상으로

하였다. 1980년대는 우리 사회가 대내외적으로 크게 변

화한 시기였다. 86아시안, 88올림픽 게임과 함께 경제 발

전이 크게 이루어졌고, 주거에 대한 인식이 생활의 편리

함과 사회적 성취로 변화한 변혁기였다. 분석 대상 주택

을 한국 주택 건축의 변혁기로 나타나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의 사례 주택으로 선정하였다.

주거학 분야에서 주택의 평면 형태 및 주생활 행위를

분류한 연구들(윤복자 외, 1992: 임창복, 1989: 조성희,

1994 등)을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해방 후에서 1960년대까

지, 19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 이후의 10년 단위로

나누어 각 시기별 특성을 파악하였다.3) 또한 실내디자인

분야에서는 196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의 상업 공간 실

내디자인의 변화 추이를 60년대, 70년대, 80년대, 90년대

로 분류하여 10년 단위로 파악한 박홍의 연구(1991)와 한

국 현대 주택의 실내디자인 특성과 변화에 대하여 10년

단위로 분류한 윤지영, 박영순의 연구(1998)가 있다. 이상

과 같이 건축, 주거, 미술 등 인접 학문이나 실내디자인

분야에서 시기 분류를 한 연구 들을 살펴 본 결과, 10년

단위로 그 특성을 파악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도 10년 단위로 분류하여 서술하였다.

2) 전남일, 한국주거의 공간사, 돌베개, 2011.10, pp.389-390

3) 윤지영 박영순, 한국 현대 주택의 실내디자인 특성과 변화에 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998.9, p.1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주택 건축의 변혁기로 나

타나는 1980년대부터 현재까지 단독주택의 공간 형태 변

화 연구를 인접 분야와의 연계성을 고려한 가장 보편적

인 방법으로 10년 단위로 분류하여 서술하였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건축도시연구정보센터(AURIC)에

서 검색되는 자료와 도면을 포함하는 주택전문 출판물

자료를 위주로 그 동안 여러 경로에서 수상하고, 비평된

내용을 수집하여 평면과 외관을 분석하고 참고하였다.

(2) 분석 기준과 자료의 선정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는 한국 단독주택 30년,

주거 공간 형태 변화에 대한 1세대의 탐구를 위해서 분

석 기준을 우선 실내 공간과 외부 공간으로 구분하였다.

실내 공간의 형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 기준이

되는 내용들은 용도별 내부 공간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

요한 요소인 층수, 진입 공간(현관, 계단실), 사적 공간

(안방), 공적 공간(거실, 식당, 부엌)으로 한정하고 실내

재료에 대한 분석 기준은 영역별로 바닥, 벽, 천정, 창호

로 한정하였다.

외부 공간의 형태 변화를 분석하기 위한 분석 기준이

되는 내용들 또한 용도별 외부 공간의 특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인 입면과 창호, 지붕의 변화 과정으로 한정

하고 외부 재료에 대한 분석은 영역별로 벽, 지붕, 창호

로 한정하였다. 구체적인 분석의 기준은 <표 1>과 같다.

구분 분석 기준

실내

공간

3-1 용도별 실내 공간의 형태 변화

층수

진입 공간(현관, 계단실)

사적 공간(안방)

공적 공간(거실, 식당, 주방)

3-2 영역별 실내 공간의 재료 변화 바닥, 벽, 천정, 창호

외부

공간

3-3 용도별 외부 공간의 형태 변화
입면 창호 구성

지붕의 볼륨

3-4 영역별 외부 공간의 재료 변화 벽, 지붕, 창호

<표 1> 분석의 기준

연구 대상 작품 선정은 1980년대 이후부터 현재까지

주택 설계를 꾸준하게 진행한 건축가들의 준공 완료된

단독주택으로 하였다.

총 18명의 18채 단독주택을 선정함에 있어서 1차적인

선정 범위는 우수한 사례로 건축 전문지에 반복적으로

소개된 것 들을 수집하여 추출하였으며, 여기서 어느 정

도 선정의 임의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지역적으로는 서울에 위치한 도심형과 서울 근교에 위

치한 전원형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그 작품에서 사용되어

진 설계 방법을 본 논문의 내용에 맞게 서술하였다.

선정된 작품은 전부를 대표하는 작품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연구자의 임의적 추출을 피할 수 없었던 사정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

18명의 건축가와 18채의 주택 사례는 <표 2>∼<표

5>로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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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유형

단독

주택명

건축가명

건축면적

대지면적

(건폐율)

준공

연도

공간

구성
자료출처 위치

1980

년대

도시

형

한남동

주택

김중업

138㎡

295㎡

(46.7%)

1984
지하1층

지상2층

건축문화8405

AURIC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합정동

주택

조병수

113㎡

231㎡

(48.9%)

1987
지하1층

지상2층

건축문화8802

AURIC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신내동

주택

최동규

114.4㎡

304.9㎡

(36.5%)

1988
지하1층

지상2층

건축문화8902

AURIC

서울시

중랑구

신내동

전원

형

벽제주택

허범팔

181.5㎡

1320㎡

(13.75%)

1983
지하1층

지상1층

아름다운소주택1986

플러스9103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목암리

삼하리

주택

류춘수

132㎡

3300㎡

4%

1986 지상1층
건축문화9204

건축가30인의주택작품집

경기도

양주시

장흥면

삼하리

향린동산

최박사댁

송광섭

87.49㎡

-㎡

-%

1987 지상2층
건축문화8701

AURIC

경기도

용인군

구성면

등백리

1990

년대

도시

형

수졸당

승효상

117.54㎡

234.4㎡

(50.15%)

1993
지하1층

지상2층

건축문화9307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9310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

강남구

논현동

자명당

김흥수

172.04㎡

450㎡

(38.23%)

1994
지하1층

지상2층

건축과환경9512

한국의주택표정1995

서울시

종로구

신영동

몽학재

우경국

121.51㎡

340㎡

35.7%

1994
지하1층

지상2층

건축문화9412

AURIC

서울시

종로구

평창동

전원

형

한호제

민규암

320.68㎡

991㎡

32.76%

1997 지상1층
건축문화0103

AURIC

경기도

용인시

양지면

시금리

일산주택

조병수

102.83㎡

229㎡

(44.9%)

1997 지상2층

건축과환경9710

건축문화9707

AURIC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

임거당

김효만

108㎡

232㎡

(46.5%)

1999
지하1층

지상2층

김효만작품집

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잘지은집1999

경기도

고양시

일산구

장항동

2000

년대

도시

형

Three

Court

유건

275.04㎡

523.5㎡

(52.5%)

2005
지하1층

지상2층

2 00 5한 국 건축 문 화 대상

우수상

0510대한건축사협회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577

이성관

84.29㎡

157.14㎡

(53.64%)

2009
지하1층

지상4층

2009한국건축문화대상

대상/0910대한건축사협회

건축세계0912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래티스

하우스

인의식

156.82㎡

368㎡

(42.61%)

2011
지하1층

지상2층

2011한국건축문화대상

대상/1110대한건축사협회

건축세계1112

서울시

서초구

내곡동

전원

형

묵방리

주택

임재용

194.09㎡

1586㎡

(12.24%)

2006
지하1층

지상2층

건축가40인의주택작품집

2006한국건축문화대상

대상/0610대한건축사협회

건축세계0612

충북

청원군

내수읍

묵방리

마당안숲

김인철

208.39㎡

646.4㎡

(32.24%)

2007 지상3층

건축가40인의주택작품집

2007한국건축문화대상

우수상

0710대한건축사협회

경기도

파주시

탄헌면

법흥리

루트

하우스

곽희수

387.08㎡

922.6㎡

(41.95%)

2008 지상3층

건축가40인의주택작품집

2008한국건축문화대상

본상/0810대한건축사협회

현대주택0802

강원도

정선군

북면

여량리

<표 2> 연구대상 시대별 단독주택 목록

유형 한남동주택-김중업 합정동주택-조성룡 신내동주택-최동규

도

시

형

유형 벽제주택-허범팔 삼하리주택-류춘수 향린동산-송광섭

전

원

형

<표 3> 연구 대상 1980년대 주거건축 사례 목록

유형 수졸당-승효상 자명당-김흥수 몽학재-우경국

도

시

형

유형 한호재-민규암 일산주택-조병수 임거당-김효만

전

원

형

<표 4> 연구 대상 1990년대 주거건축 사례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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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Three Courts-유건 반포577-이성관 레티스하우스-인의식

도

시

형

유형 묵방리주택-임재용 마당안숲-김인철 루트하우스-곽희수

전

원

형

<표 5> 연구 대상 2000년대 주거건축 사례 목록

2. 한국 단독주택의 전개와 영향 요소

2.1 주거 인식과 환경 변화

노베르그 슐츠는 ‘집을 지을 때 인간은 거주한다. 사물

로서 건물은 인간이 의미 있는 것으로서 자신의 존재를

경험하도록 주거 풍경을 인간에게 가깝게 가져 온다’4)

고 하였다. 우리는 실제의 터전을 얻기 위해 환경과 ‘친

숙’해져야 한다. 사막의 거주자들은 끝없이 펼쳐진 사막

과 타는 듯한 태양과 친숙해져야하는 반면에, 북유럽 숲

속의 거주자들은 안개, 눈, 찬바람에 익숙해야한다. 그런

‘친숙함’은 환경이 ‘의미 있는’ 것으로 경험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학과 기술의 발달로 빠르게 변화해가고 있

는 현대 사회에서는 환경오염, 자원고갈, 이에 따른 에너

지의 위기 속에서 건강한 삶과 함께 만족스러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보다 편안하고 쾌적한 주거 공간에 대한

필요성이 더욱 절실해 지고 있다.

우리의 주거 건축은 서양이 200～300년 걸려 완성한

근대화 과정을 우리는 지난 30～40년 만에 압축적으로

4) Christian Norberg-Schulz, Architecture : Meaning and Place, 시

공문화사, 1999, p.196

달성하는 놀라운 성과를 보였다. 그렇지만, 우리의 전통

성을 현대적인 새로운 유형으로 개발 했다라고 보기에는

국제적인 영향 아래서 이끌려 왔음을 부인하기는 어렵다.

이제는 우리의 주거 공간디자인이 우리의 자연조건과

생활 방식에 적합할 수 있도록 미래를 지향하는 새로운

주거디자인을 표현할 시기이다.

2.2. 한국 현대 건축의 디자인 표현 경향과 한국

현대 주택의 유형 분류

박홍(1991)의 연구결과에서는 한국 현대 실내디자인의

표현 경향을 분석하기 위해 100여 개의 작품 사례를 선

정하여 유형별 종합 분석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였다.5)

유형별 종합 분석은 70년대와 80년대 그리고 90, 91년

에 발표된 실내디자인 작품 중에서 건축 관계 문헌, 인

테리어 전문 잡지에서 중복하여 게재된 작품과 KOSID

수상작품 중에서 선정된 비교적 작품성을 인정받은 실내

디자인 100여 개의 작품 사례에 대해 설문에 응한 40명

의 국내 중견 디자이너의 의견을 반영하여 정리하였다.

표현특징

국제주의

지속적

표현추구

모더니즘의

변용 및

일탈적

표현추구

기술의 표현과

기계미학적

표현추구

한국성

모색의

표현

추구

개성

표출의

표현

추구

70년대 종합 56.1 18.7 15.4 24.2 46.2

80년대 종합 46.9 40.3 23.8 17.9 33

90.91 종합 31.4 71 23.1 16.5 14.9

전체 종합 44.8 43.3 20.8 19.5 31.4

<표 6> 한국 현대 실내디자인의 유형별 종합분석표(단위%)

국내의 건축과 실내디자인은 외국의 이념 및 사조의

흐름 등 세계적인 추세에 신속한 반응을 보이면서도, 올

바른 방향에서의 이해와 방향 정립은 다소 부족한 편으

로 일관된 방법론이 부재한 까닭에 유행의 흐름을 너무

쫒는 모습이 노출되기도 하였다.

1960년대 이후의 한국 주택 건축을 언급할 때 중요하

게 거론되는 건축가가 김중업과 김수근이다. 둘은 이전

시기의 건축가들과는 다른 독자적인 성향을 보인다. 그

때까지 대부분의 건축가들은 외래의 주거 문화와 고유의

주거 문화가 충돌하는 가운데 생활에 대응하는 기능적

공간 구성에 대해 고민하고 한국적 특성을 반영한 평면

형식을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보수적 성향을 보였

다. 이에 반해 서양 또는 일본에서 서구식 근대 건축교

육을 받은 김중업과 김수근은 주택 설계에서 공간의 내

용과 질서를 고민하기보다는 자신들의 건축적 개성과 철

학을 자유분방하게 표출했고, 나아가 주택 작품을 예술

5) 박홍, 한국현대건축과 실내디자인의 상관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1, p.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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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승화시켰다. 이에 따라 건물의 외관과 형태가 다

양해 졌으며 평면 역시 어떠한 규범에 맞추기 보다는 작

가의 개성에 따라 매우 자유롭게 구성되었다.6)

1980년대 이후 건축가 주택들은 모더니즘의 변용 및

일탈적 표현추구 경향의 증가로 공간 구성이 더욱 복잡

다양해지고 외형에 있어서도 건축가의 조형적 심미적 감

성이 뚜렷하게 표현되었다.

또한 윤지영, 박영순(1999)의 연구결과에서는 한국 현

대 주택 외관과 실내 공간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

였다.7)

외관 유형
1960-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빈도 % 빈도 % 빈도 %

신고전 0 0 1 3.3 0 0

모던 18 50 5 16.7 5 14.3

레이트모던 13 36.1 14 46.7 15 42.9

포스트모던 0 0 3 10 5 14.3

실내공간

유형

1960-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빈도 % 빈도 % 빈도 %

신고전 0 0 3 10 3 8.6

모던 27 75 18 60 25 71.5

레이트모던 7 19.5 5 16.7 3 8.6

포스트모던 0 0 0 0 0 0

<표 7> 한국 현대주택의 유형 분류

위 표에서 외관의 유형은 1980년대에는 레이트 모더니

즘 스타일이 대표적으로 나타나며, 1990년대에는 레이트

모던 유형이 자리를 잡으면서 포스트 모더니즘과 해체

유형이 서서히 등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실내디자인(거실)에 있어서는 모더니즘 유형이

1990년대까지 지속적으로 가장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타

났고, 레이트 모더니즘 유형은 외관에 비해 아주 작은

비율로 나타났으며, 포스트 모더니즘 유형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외관은 유형이 다양화되면서 이미지의 변화를 가져왔

으나, 실내 공간은 모더니즘 유형이 지속되면서 이미지

의 변화도 매우 적었던 것으로 분석되었다.

미래의 주거형태는 어떻게 변화할 것인가를 예측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지만, 한 가지 분명한 사실로서 그 변

화란 항시 거주성이라는 본연적 욕구 위에서 수법상의

변화를 한다는 뜻일 것이다. 어떤 건축 분야에 있어서

보다도 주택은 개체성의 표현이 두드러지지만 아울러 지

6) 전남일, op.cit., pp.170-171

7) 윤지영 박영순, 1960년대 이후 한국 주택의 스타일과 이미지 분석,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1999.12, p.20<표 7>을 재정리 함.

속되기 마련인 토착적, 생활학적 절대 가치가 그 변화의

범위를 제한한다.8)

3. 한국 단독주택 공간 형태 변화 특성

3.1 실내 공간의 용도별 형태 변화 분석

(1) 층수 변화에 따른 특성

주택에서 층은 내부 공간 구성에 있어서 수평적 혹은

수직적인 구성의 특성을 결정하게 된다. 본 논문의 사례

주택들도 대부분 2층 이상으로 수직적인 공간 구성의 특

성을 보이고 있다.

도시 근교의 전원주택으로서의 성격을 갖지만, 서구에

비해 절대적인 대지의 협소함으로 인해 이상적인 1층 주

택보다는 수직적인 공간 구성으로 2층 이상의 주택이 보

편화된 것으로 보인다.9)

(2) 진입 공간의 형태 변화 - 현관과 계단실

한국의 전통적인 공간에서 보이는 출입구의 완충적인

역할은 사례 주택에서도 다양한 평면으로 나타난다. 현

관을 들어서면 거실로 바로 접하지 않고 계단실과 함께

완충 공간을 형성하면서 개방적이고 장식적인 요소와 함

께 수납공간이 많이 나타난다.

80년대에는 1층 현관이 비교적 폐쇄적인 계단실과 가

까이 위치하였고, 계단을 통해 지하로 내려가면 주로 보

일러실과 창고로 사용되었다. 주택 내부 공간의 중앙에

계단을 위치시키고 사방의 주위를 둘러가며 실들을 배치

하는 방식은 동선을 단축시키고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

는 경제적인 방식이지만 내부를 단단히 폐쇄적인 공간으

로 만든다.10)

90년대에 와서는 내부 개방감을 선호하는 우리의 생활

습관과 기호가 반영되어 현관과 계단실은 투명한 유리를

통해 빛이 잘 들어오는 쾌적한 공간으로 디자인되었다.

또한, 지하층은 다양한 설계기법으로 개방되면서 밝은

공간으로 전환하여 서재와 손님방 등 주요 실로도 사용

되어졌다.

또한, 2000년대에 현관과 계단실은 가족들의 동선이

중첩되는 중요한 공간 요소로 사용되면서 동선이 다소

길어지고 더욱 밝고 투명한 공간으로 디자인 되어졌다.

햇볕이 잘 들어오는 구조로 자연을 인식하고 수용하려는

한옥의 전통적인 태도가 꾸준히 반영되어 땅과 밀착하는

건물의 자유로운 형태가 많이 등장하고 있으며, 계단을

통해 옥상으로 연결되는 공간은 전망을 중요시하는 현대

인의 생활공간으로 활용되고 있다.

8) 최종천 박길룡, 한국 현대 주택의 한국적 해석에 관한 연구, 대한

건축학회학술발표논문집, 1988.10, p.242

9) 유영희, 한국 도시근교 목조주택 평면구성 특성의 유형학적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0.12, p.78

10) 유영희, op.cit., p.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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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0

년대

한남동주택 신내동주택 합정동주택

1990

년대

일산주택 자명당 임거당

2000

년대

반포577 마당안숲 루트하우스

<표 8> 현관과 계단실의 형태변화

(3) 사적 공간의 형태 변화 - 안방

안방의 공간 형태 변화로는 공간의 세분화가 촉진되었

다. 별도의 침대 식 취침 공간과 별도의 화장실과 화장

대, 옷장 공간이 부가되었다. 또한, 안방은 침실의 기능

과 함께 중요한 손님 접대의 기능도 겸하고 있으며 수납

공간이 확대되어 가고 있음을 살펴볼 수 있다.

김미경(2007)의 공동주택 연구 결과에서 보면, 165㎡

이상의 대형규모 공동주택에서 나타나는 부부공간의 구

성 특성은 기존의 안방 기능은 대부분 서재로 변화되었

으며, 전실이나 파우더 룸을 통해 부부 침실로 진입하고

여기에 부속실들이 부가된 일체형과 서재와 부부침실로

양분된 분리형이 높은 비율로 나타나 부부 공간의 규모

가 다른 공간에 비해 상대적으로 비대해지고 고급화되었

음을 알 수 있다.11)

사례로 선정한 단독주택들 또한 대부분 연면적 150㎡

이상의 중대형 주택으로 1980년대에는 1층에서 가족 공

동으로 사용하는 화장실을 안방에서 함께 사용하였으나

1990년대로 넘어오면서 안방에 별도의 화장실이 생겼으

며 2000년대에는 욕실과 옷장 및 서재 방까지 부속실로

함께 공간구성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분류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특성의 분석

평면

입면의

형태

변화

삼하리주택 자명당 Three Courts 1980년대 수납

장은 안방에서

한 쪽 벽면만

을 구성하고

있으며, 화장실

도 1층에 1개

가 있어 가족

모두가 사용하

였다.

2000년대로 넘

어 오면서 안

방 전용 화장

실과 수납을

위한 드레스

룸이 별도로

등장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또한, 한쪽 면

의 일부만 사

용하던 창문의

크기가 커지면

서 침실이 밝

아 졌다.

한남동주택 수졸당 마당안숲

<표 9> 안방의 형태변화(안방-R, 화장실-T, -안방영역)

(4) 공적 공간의 형태 변화 - 거실, 식당, 주방

과거의 마당은 실내 공간과 상호 보완적인 공간이었으

나, 1990년대 전후의 주택에서는 그 기능의 일부가 내부

에 마련되어 있으므로 점차 미학적 기능을 살린 상징적

인 마당이 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12)

승효상의 수졸당은 이 시기의 대표적인 주택으로 전통

주거에서 나타나는 마당, 담, 공간의 평면 구성을 현대적

으로 세련되게 표현하였으며 상징적인 마당에 의한 ‘내

향적 측면’을 강조하였다. 복잡한 도시 환경 속에서 마당

과 거실 공간을 동일한 레벨의 평평한 외부 공간으로 처

리한 것은 가사 용도로 사용되는 외부 공간인 마당을 바

라보는 대상으로서의 시각적 여백을 위한 공간으로 그

성격을 바꾸어 놓았다.

또한, 1980-90년대에는 거실과 주방이 가까이 있으며,

전망을 중요시 하게 된 점도 특징 중의 하나이다.

김미경(2007)의 공동주택 연구 결과에서 보면, 165㎡

11) 김미경, 최근 분양된 수도권 공동주택 단위세대의 공간계획 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7.12, p.124

12) 임창복, 한국의 주택 그 유형과 변천사, 돌베개, 2011, p.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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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대형규모 공동주택에서 나타나는 LDK의 공간

구성 특징에서도 부엌이 식당과 한 공간으로 구성되고

거실이 분리된 유형이 30사례(37%)로 많았고, LDK가 통

합된 개방형 17사례(21%), 거실과 주방이 개방된 개구부

를 통하여 연계가 가능하며 부엌이 분리된 구성이 16사

례(20%)로 나타났다.13)

본 논문의 2000년대 사례 주택에서는 거실이 분리되는

유형이 늘어나고 있으며 상징적인 마당과 연계되는 유형

이 대부분으로 이는 가족공동체의 구심적 역할을 하는

거실 공간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자녀실과 서재와

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통한 개방적인 공간감을 확보하려

는 경향으로 파악된다.

1980

년대

한남동주택 벽제주택

1990

년대

수졸당 몽학재

2000

년대

루트하우스 Three Courts

<표 10> 거실-식당-주방의 형태변화 (거실-L, 식당-D, 주방-K, -마당영역)

3.2. 실내 공간의 영역별 재료 변화 분석

윤지영, 박영순(1998)의 연구 자료에 의하면 바닥 재료

는 1980년대에는 파케트리와 쪽마루가 비슷한 비율로 사

용되었으나 90년대에 와서는 파케트리의 사용이 3%로

현저히 감소한 반면 쪽마루가 31%로 가장 많이 사용되

었다. 이러한 쪽마루의 증가는 90년대에 들어와 기술의

발달로 쪽마루가 온돌과 같이 바닥 난방이 가능해진 때

13) 김미경, op.cit., p.124

문이라 볼 수 있다.

실내의 벽 재료 사용은 벽지의 개발과 수입에 의한 고

급 벽지의 사용이 용이해지면서 19%에 불과하던 벽지의

사용이 90년대에 와서는 49%로 급증하였으며, 목재 사

용의 감소와 더불어 문양이 없거나 눈에 잘 띄지 않는

패턴으로 마감한 경우가 많았다.14)

천장 재료의 사용은 80년대 23%정도 사용되었던 목재

천장에서 90년대에는 10%로 그 사용이 격감하였다. 또

한 페인트의 사용도 벽지와 더불어 대표적인 천장 재료

로 자리 잡게 되었다. 2000년대에는 천정의 트임, 꺽기,

경사주기, 중첩 사용과 등의 사용으로 천장의 높이가 높

아졌으며, 재료를 활용하여 패턴으로 장식하는 모습은

사라지고 조망을 위한 개방형의 창과 흰색 벽면, 조명의

사용이 증가하였다.

창호 재료의 사용은 특히, 문 처리에 있어서 뚜렷한 변

화가 일어났는데, 내구성과 단열성능이 좋은 알루미늄 창

호의 개발과 단열이 강화된 투명 칼라 복층 유리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면서 전면 유리의 사용이 증가 하였다.

분류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마감특성의

분석

바닥

벽제주택 임거당 래티스하우스

바닥 전체에 사

용된 나무, 대리

석, 도장 마감

등에서 간결함

과 형태의 명료

성을 볼 수 있

다.

파케트리, 카페트 등 다양한 바닥 재료의 사용이 시도

되었으나 한국의 좌식 문화와 기술의 발달로 쪽마루가

온돌과 같이 바닥 난방이 가능해 지면서 가장 많이 사용

하게 되었다.

벽

삼하리주택 일산주택 마당안숲
대리석, 벽돌, 목

재의 패턴을 장

식으로 활용하

는 모습은 사라

지고 흰색벽면

과 투명성을 강

조하는 복층유

리 마감이 증가

하였다.

벽지의 개발과 수입에 의한 고급 벽지의 사용이 용이해

지면서 목재와 벽돌을 사용하던 벽의 재료는 벽지의 사

용이 급증하였다. 또한 페인트의 사용도 벽지와 더불어

대표적인 재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천장

한남동주택 몽학재 Three Courts

천정의 트임, 꺽

기, 경사주기, 중

첩 등의 사용으

로 천장이 높아

지고, 벽면 흰색,

조명 사용이 증

가하였다.
천장의 높이가 높아지고, 목재 천장의 경우 90년대에는

그 사용이 격감하였다. 또한 페인트의 사용도 벽지와 더

불어 대표적인 천장 재료로 자리 잡게 되었다.

창호

합정동주택 자명당 묵방리주택 목재 창호에서

가볍고 내구성

이 좋은 알루미

늄창호 사용이

많아지고, 단열

성능이 좋은 유

리를 개발하여

사용하고 있다.
문 처리에 있어서 뚜렷한 변화가 일어났는데 이는 새로

운 재료의 개발과 보급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표 11> 내부재료 구성의 변화 과정

14) 윤지영 박영순, op.cit., 1998. 9,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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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외부 공간의 용도별 형태 변화 분석

(1) 입면 창호 형태의 변화 과정

1980년대 한국 단독주택의 외부 입면 창호 형태는 서

구의 레이트 모더니즘 경향이 적극적으로 적용되기 시작

하였으며, 재료와 형태의 통일성이 매우 강조되었고, 제

한된 창호의 사용으로 외부에서 볼 때에는 전통주택에서

그 근원을 찾아볼 수 있는 폐쇄적인 느낌을 주는 주택들

이 많아 졌다.

1990년대에도 입면 창호 형태는 여전히 레이트 모더니

즘 스타일이 가장 많이 나타났으며 무의미한 장식 요소

를 첨가하는 해체적 디자인도 빠르게 확산되었다. 이외

에도 모더니즘, 포스트모더니즘, 개성추구, 한국적 스타

일도 공존하여 모더니즘의 획일화에서 탈피하여 세계적

으로 진행되고 있는 다양화 현상을 반영하였다.15)

2000년대에는 개구부의 위치와 크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술과 재료의 발전 덕분에 조소적이고 유기적인

형태가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담이 없어지면서 새

로운 형식의 구획 짓기에 대한 시도와 유리면의 사용이

크게 증가한 점을 들 수 있다. 그로 인하여 에너지 비용

이 부담이 될 수 도 있겠지만, 두꺼운 벽을 없앰으로서

좀 더 경쾌한 현대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마당과의 일체

화를 목적으로 사용되었다.16)

1980

년대

삼하리주택

직선적 형태, 비

전면창, 재료의

통일과 함께 전

통주택에서 나

타나는 폐쇄성

이 보인다.

합정동주택

1990

년대

자명당

수직과 수평이

강조되는 속에

서 창문의 크기

가 커졌으며, 창

문의 형태를 이

용한 기하학적

인 요소가 느껴

진다.

몽학재

2000

년대

묵방리주택

개구부의 위치

와 크기를 자유

롭게 할 수 있

는 기술과 재료

덕분에 조소적

이고 유기적인

형태가 등장한

다.

루트하우스

<표 12> 입면 창호 구성의 변화 과정

15) 윤지영 박영순, op.cit., 1999. 12, pp.21-23

16) 임창복, op.cit., pp.462-468

최근의 주택 작품에서는 비 건축 분야에서의 다양한

이론들이 건축에 접목되면서 탈정형적인 건축이 점점 증

가하고 있다.17) 따라서 전통적인 한옥의 마당, 툇마루의

개념을 사용한 묵방리 주택과 사랑채의 개념을 사용한

루트하우스 등은 이를 공간적으로 승화시키고 나아가 건

축적으로 완성하려는 시도에 의하여 주택의 입면을 역동

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2) 지붕 형태와 볼륨의 변화 과정

1980년대 단독주택의 지붕 형태는 여름철의 뜨거운 태

양 빛과 소나기를 막아주는 처마가 강조되는 박공 형태

를 주로 볼 수 있었다. 곡선형과 평형의 지붕에도 빛과

소나기를 막아주는 다양한 처마 형식이 유지되었다.

1980

년대

한남동주택(경사형+곡선형) 벽제주택(박공형)

신내동주택(평형) 삼하리주택(박공형)

빛과 소나기를 막아주는 처마의 형식이 유지되고 있다.

1990

년대

일산주택(경사형) 수졸당(평형)

한호재(박공형+평형) 임거당(경사형)

솔직한 구조가 장식으로 표현되어 추녀와 처마의 개념을 이탈한 기하학적

형태가 많이 나타났다.

2000

년대

레티스하우스(평형) 반포577(경사형)

루트하우스(평형) 마당안숲(평형)

평평한 지붕 슬라브를 이용하여 전망을 중시하는 생활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재료와 기술의 발달로 탈구축성과 비대칭성이 표현되고 있다.

<표 13> 지붕 형태와 볼륨의 변화 과정

반면, 1990년대 이후 지붕 형태에서는 서구의 선진 양

식이 그대로 차용되어 추녀와 처마의 개념을 이탈한 기

하학적 형태가 많이 나타났다. 경사형, 박공형, 곡선형,

평형 등의 다양한 지붕 형태에서 평형의 지붕 형태가 주

로 증가하는 것을 살펴 볼 수 있으며, 평평한 지붕 슬라

17) 장훈익, 현대 주거건축에서 나타나는 탈정형적 공간구성과 다의적

표현특성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2007.4, p.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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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의 사용은 2층 공간을 테라스를 통해 외부로 확장하

고, 전망을 중요시하는 생활 행태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최근에는 재료와 기술의 발달로 지붕의 크기와 형태를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되어 조소적이고 탈정형적인 형태

로 탈구축성과 비대칭성을 표현하고 있다.

3.4. 외부 공간의 영역별 재료 변화 분석

단독주택 외부 벽 재료 사용은 초기에는 지붕의 스패

니시 기와 사용과 함께 적벽돌, 변색벽돌, 전벽돌, 파벽

돌 등을 사용하면서 자연미를 추구하였고, 1990년대에는

드라이비트, 조리패트, 본타일 패턴 칠하기, 스터코, 콘크

리트 재물마감, 동판, 철판 위 유성페인트, 백페인트글라

스, 마블라이트패널, 쿠마루 등을 이용한 색채와 재료로

강조된 표현요소가 증가 하였다. 최근에는 1990년대부터

유행한 접기 기법에 의해 나타나는 특성인 다소 날카로

운 절곡성에서 탈피하여 모서리를 굴곡지게 처리함으로

써 나타나는 특성인 다소 부드러운 절곡선의 특성을 갖

는 작품들이 점점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18)

분류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마감특성의

분석

벽면

향린동산 한호재 묵방리주택

담이 없어지면

서 새로운 형식

의 구획짓기와

테 크놀러 지 를

활용한 탈 구축

성, 비대칭성을

표현한다.

드라이비트, 조리패트, 본타일 패턴 칠하기, 스터코, 콘

크리트 재물마감, 동판, 철판위 유성패인트, 쿠마루, 스

프릿블록, 이페목, 폴리카보네이트, 적삼목, 송판노출콘

크리트등 재료의 사용이 다양화되었다.

지붕

삼하리주택 몽학재 반포577 처마가 강조되

는 형태의 지붕

에서 평평한 슬

래브의 형태의

지붕이 증가하

고 기하학적 형

태의 지붕구조

가 많이 나타난

다.

블랙스틸, 백페인트글라스, 마블라이트패널, 티타늄 아연

판, 징크접기, 무도장내후성강판, 고밀도목재패널 등 다

양한 재료의 물성 표현을 보여준다.

창호

신내동주택 임거당 Three Courts

테 크놀러 지 를

활용한 탈구축

성, 비대칭성과

전면창을 통하

여 공간의 투명

성을 보여준다.두꺼운 벽을 없애고 투명 칼라 복층 유리와 단열 성능

이 강화된 창호 프레임의 사용이 증가하여 경쾌한 현대

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있다.

<표 14> 외부재료 구성의 변화 과정

1980년대 지붕 재료는 오지기와 또는 아스팔트싱글이

많이 사용되었다. 또한, 외벽의 전벽돌과 여러 겹으로 강

조된 처마선 등이 한국적 요소로 해석되었으나, 육중하

고 과장된 지붕과 굴뚝, 뾰족지붕은 이국적 정서를 과도

18) 장훈익, op.cit., p.168

하게 보이기도 하였다.19) 2000년대에는 블랙스틸, 티타늄

아연판, 징크접기, 내후성강판, 스프릿블록, 고밀도목재

패널 등 다양한 재료의 물성 표현을 통하여 테크놀러지

를 활용한 탈구축성, 비대칭성을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외부 창호 재료 사용은 두꺼운 벽을 없애고 투명 칼라

복층 유리와 단열 성능이 강화된 창호 프레임의 사용이

증가하여 전면 창을 통한 경쾌한 현대적 이미지를 표현

하고 있다.

4. 결론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1980년대 이후 한국 단독주택의

외부 공간 형태는 전통 건축의 형태적 적용이 공간적 개

념으로 정착하면서 서구적 외형으로 변화했지만, 실내

공간 형태는 거주자의 생활습관과 기호를 반영하고 전통

적으로 자연을 인식하고 수용하려는 태도가 우리 정서에

맞게 지속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용도별 분류에 따른 내부 공간의 형태 변화를 살펴보

면 우선 2층 이상의 수직적 공간이 보편화되었으며, 주

택의 중심에 위치하여 가족들의 동선을 중첩시키는 중요

한 진입 공간 요소인 현관과 계단실은 내부 개방감을 선

호하는 우리의 생활 습관과 기호를 반영하여 투명한 유

리를 사용하고 외기와 접하는 면이 증가되면서 빛이 잘

들어오는 쾌적한 공간으로 변화하였다. 사적 공간인 안

방은 공간이 세분화 및 고급화 되면서 수납공간이 증가

하였고, 공적 공간인 거실공간은 상징적 마당과 공간적

교류를 하면서 자녀실과 서재의 유기적인 연계성을 추구

하고 동시에 독립성도 확보되었다.

영역별 재료 사용의 변화에 있어서는 좌식 및 입식의

혼용 생활에 적합한 벽지와 우드플로링 등의 재료 개발

과 단열 성능이 강화된 개방형의 창, 흰색 벽면, 조명 사

용이 증가되었다.

용도별 외부 공간의 형태 변화를 살펴보면 입면 창호

의 형태는 기술과 재료의 발달로 창호의 위치와 크기가

자유로운 이미지의 변화를 가져왔다. 지붕의 형태는 서

구 선진 양식이 그대로 차용되어 추녀와 처마의 개념을

이탈한 기하학적 형태가 많이 나타났으며, 평평한 지붕

슬라브의 사용은 2층 공간을 테라스를 통해 외부로 확장

하고, 전망을 중요시하는 생활 행태 등 다양한 공간으로

활용하는 모습이 나타났다.

영역별 외부 재료에 대한 변화로는 다양한 재료의 물

성 표현을 통하여 주택의 외부는 테크놀러지를 활용한

탈구축성과 비대칭성을 강하게 표출하였다.

1980년대 이후의 한국 단독 주택의 공간 형태 변화 연

구를 통하여 한국의 주거 문화에 서구적 양식이 도입된

19) 전남일, op.cit., pp.193-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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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 다양한 주거의 유형이 한국 주거의 정체성을 찾기

위한 보다 발전적인 과정을 경험해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1980년대 이후 한국 단독 주택 공간 형태 변화를 종합

하면 <표 15>와 같다.

분류 항목 변화 내용

실내

공간

용도별

분류에

따른

실내

공간

형태

변화

층수의

변화

-서구에 비해 절대적인 대지의 협소함으로 인하여 수직

적인 공간 구성의 보편화

진입

공간

변화

-완충 공간으로서의 현관

-동선을 단축하고 생활의 중심이 되는 계단실 형성

-개방적이고 장식적인 고창과 유리의 사용

-전통적으로 자연을 인식하고 수용하려는 태도 반영

-땅과 밀착하는 건물의 자유로운 형태 등장

-선큰 공간을 통해 햇빛이 잘 들어오는 구조로 지하를

지상처럼 느껴지도록 공간을 구성하여 자연 경관을 내

부로 끌어 들임

사적

공간

변화

-안방 공간의 세분화 촉진, 수납 시설 증대, 고급화

-별도의 화장실과 화장대, 옷장 공간 부가

-전망을 중요시 하여 벽면의 넓은 창문 사용 증가

공적

공간

변화

-거실, 식당의 ‘내향적 측면’이 강조된 상징적 마당과 밀착

-가족 공동체의 구심적 역할로 거실공간의 독립성 확보

-유기적 연계성과 개방적인 공간감을 확보

영역별

실내

재료

변화

바닥
-바닥 난방으로 좌식 및 입식의 혼용 생활에 적합한 우

드플로링, 벽지, 페인트의 꾸준한 사용 증가

벽
-벽돌과 나무의 사용이 줄고 꾸준한 기술의 개발로 다양

한 벽지와 도장의 사용 증가

천정
-나무를 이용한 패턴이 있는 천장의 형태는 사라지고, 흰

색 벽지와 도장, 조명사용의 증가

창호
-내구성과 단열 성능이 좋은 알루미늄 창호와 단열성능

이 좋은 칼라 복층 유리의 개발과 사용 증가

외부

공간

용도별

분류에

따른

외부

공간

형태

변화

입면

창호

형태

변화

-두꺼운 벽을 없애고 유리면의 사용 증가로 창호의 위치

와 크기를 자유롭게 조절하여 경쾌한 현대적 이미지를

표현하고 자연 경관을 적극적으로 수용

-담이 없어지면서 새로운 형식의 구획 짓기로 장식적인

사용 요소 증가

-수직과 수평이 강조되는 속에서 창문의 크기가 커졌으

며, 창문의 형태를 이용한 기하학적인 테크놀러지를 활

용한 탈구축성, 비대칭성 강하게 표출

-개구부의 위치와 크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기술과

재료 덕분에 조소적이고 유기적인 형태가 등장

지붕

형태

변화

-박공지붕, 곡선형, 경사지붕, 평형의 다양한 지붕 형태에

서 평형 지붕의 형태가 주로 증가

-평평한 슬래브를 활용한 옥상 생활공간 증가

-처마가 강조되는 형태의 전통적 지붕에서 솔직한 구조

가 장식으로 표현되어 추녀와 처마의 개념을 이탈한 기

하학적 형태가 많이 등장

영역별

외부

재료

변화

벽

-블랙스틸, 백페인트 글라스, 쿠마루, 스프릿 블록, 마블

라이트패널등 새로운 재료의 개발과 보급으로 다양한

재료의 물성 표현 증가

지붕
-징크 접기, 무도장내후성강판, 고밀도목재패널, 티타늄

아연판 등 새로운 재료의 사용 증가

창호

-과거 단층 이중 창문의 사용에서 칼라 복층 이중 유리

의 사용과 단열성능이 개선된 창호 프레임의 사용증가

-유리 재료 사용의 증가와 전면 유리 사용의 증가

<표 15> 1980년대 이후 한국 단독주택 형태 변화

또한, 주택의 외형은 전통 건축의 형태적 적용이 공간

적 개념으로 정착하면서 서구적으로 변화했지만, 주택의

내부는 생활의 내용에 따라 고유한 생활과 이문화의 갈

등, 진보적인 디자인과 한국적 정서와의 절충으로 토착

적, 생활학적 절대 가치가 그 변화를 제한하고 있는 현

상을 살펴 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와 같이 근대화 과정에서 고유의 주거 형태가

사라지고 외래의 주거 형태로 대체된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로 한국의 주거 형태와 문화에 있어서는 항상 전통

성과의 조화라는 것이 해결해야하는 과제로 남는다.

한국 단독 주택의 미적 표현과 환경적 측면에 대한 차

별화된 독창적 사고를 표현해온 발전적인 과정은 1990년

대 초반까지는 구체적으로 연구한 자료들이 많이 있지

만, 1990년대 후반부터 현재까지는 그 변화 과정을 다루

고 있는 문헌이 적어 좀 더 많은 사례 연구와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본다.

환경오염, 자원고갈, 이에 따른 에너지의 위기 속에서

건강한 삶과 함께 보다 만족스러운 주거를 꿈꿀 수 있도

록 에너지 절감, 저탄소 발생, 자원 재활용 등의 적절하

고 에너지 효율적인 디자인이 우리의 삶에 깊숙하게 자

리 잡는 주거 형식을 절실하게 필요로 하고 있다.

따라서 사계절이 뚜렷하여 여름철에 강수량이 많고 추

운 겨울철을 보내야하는 우리나라에서 빠르게 서구화 되

고 있는 서구적 주택의 외부 형태와 내부 개방감을 선호

하는 우리의 생활 습관과 기호를 만족시켜주고 있는 전

면 유리창의 지속적인 사용 증가에 관하여 거주자들의

사용만족도 연구를 추가로 진행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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