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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though evolution of construction materials brought about development of modern architecture, they caused

destruction of the environment and pollution. This problem is not a new one in terms of ecological esthetics and

materials of sustainable architecture in light of the Eastern view of nature and this idea became a background of

this study. The basic concept is to try to find out their characteristics from a perspective of ecological esthetics in

relation to traditional building materials that nature, architecture, and humans coexist and live with each other to

balance. Based on ecological esthetics and precedent studies on materials of traditional architecture, we

investigated connections, expressive methods and characteristics in traditional residential construction space. This

attempt has meanings in that it can propose a new framework of forming various viewpoints and spatial

perceptions in relation to esthetics and traditional construction materials.

The current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by dividing them into tangible and intangible elements based on

expressive features of elements of nature. The characteristics found by this process are not simply notion of

physical materials, but plays a key role aesthetically and ecologically. Nature and materials take circulation of the

law of nature, regulate energy, increase efficiency and play a major role in an economic way. Nature in itself

becomes natural alternative energy, and plays its role in an invisible fashion. It examined how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construction materials are reflected through analyzing residential space and Korean traditional

garden having relationships with Eastern viewpoint of nature in relation to Korean traditional construction materials

from a perspective of ecological esthetics.

Findings of the above study indicate that expressive characteristics of Korean traditional construction materials

from a perspective of ecological esthetics are that nature, space, humans coexist and live together and they will

provide a clue to an alternative to solve ecological and environmental problems modern society will have in the

future. Through this process, it provided a possibility that traditional space and materials can be succeeded in

creative and new ways, and it found out the way for nature, space, and humans to coexist and a possibility of

ecological esthetics. It addition, it will provide a key base as an alternative of sustainable design of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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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본 연구는 자연환경 문제와 지속가능한 환경에 대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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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의를, 자연 원리를 통하여 자연에 순응하고 조화롭고

자한 동양적 사고체계에서 그 해결방법을 찾고자 시도한

것이다. 동양에서 자연은 정복하고 개발해야하는 대상이

아닌 공존, 공생하는 대상으로서 다양한 형식과 방법을

통하여 건축과 조화를 이루어 왔다.

현재 자연 환경의 문제는 단순히 환경 문제를 넘어서

인간의 삶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자연에 순응하고 조화롭고자 한 동양적 자연관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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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부용동 별서

형식과 방법으로 그 가능성과 대안을 열어 주었으며, 그

대안으로 ‘생태미학’과 ‘지속가능한’이라는 개념이 생겨났

다. 이러한 측면에서 건축 재료는 현대 사회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또 하나의 커다란 과제이다. 과학기술과

산업의 발전은 새로운 재료와 기술을 쏟아 내지만, 이를

통해 만들어진 현대적 건축 재료는 인간과 건강뿐만 아

니라 감성적인 측면에서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

다. 또한 환경적으로도 많은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한국 전통 건축 공간에서 사용되었던 재

료를 생태미학적인 관점으로 공간에서 나타나는 건축 재

료의 특성을 파악하는데 그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에

한국 전통 건축의 재료가 갖는 재료의 가능성을 모색하

데 그 목적을 두고자 한다.

1.2. 연구 방법 및 범위

현대산업 발전과 현대건축은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의

삶에 윤택함을 가져왔지만 자연환경 오염과 생태계의 위

기라는 문제도 동시에 가지고 왔다. 이러한 문제의 대안

으로 생태학과 동양사상에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한국

전통 건축의 재료의 본질적 특성과 생태 미학적 특성이

요구 되는 시점이라고 보여 진다.

이에 본 논문은 동양적 관점에서의 생태미학과 전통주

거와 관련된 다양한 선행 연구들을 바탕으로, 한국 전통

건축의 재료의 다양한 표현방법 및 특성을 연구하고자

하였다. 사례분석은 자연과의 융화가 잘 드러나는 동양

의 자연관을 바탕으로 형성된 한국 전통 공간을 그 대상

으로 삼았으며, 연구의 범위는 조선시대 중·상류 주거 공

간 중 자연과 많은 관계를 형성하는 별서정원과 주거 공

간으로 한정하고자 한다.1)

연구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선행 논문과 문헌을

바탕으로 동양적 관점에 생태미학과 한국 전통 주거 공

간의 특성을 정리한다. 둘째, 생태 미학적 측면에서 전통

건축 공간의 재료를 살펴보고 그 표현 방법 및 특성에

대해 분석한다. 셋째, 분석을 통하여 도출된 특성을 사례

분석을 통하여 전통 건축공간의 생태 미학적인 표현 특

성을 살펴본다. 넷째, 사례 분석을 통하여 전통 건축에서

나타난 건축 재료의 생태 미학적 관점에서의 건축 재료

의 특성과 지속가능한 환경으로서의 가능성을 연구하고

자 한다.

2. 생태미학에 근거한 한국 전통 건축 공

간의 형성 요인

2.1. 생태미학 사상과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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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국민대 석론, 2010, p.4 참고인용

(1) 동양의 생태미학 사상

동양적 관점에서 자연은 인간도 자연(自然)의 일부로

보며 자연과의 합일(合一) 자연의 원리를 삶의 원리로

삼으려고 하였으며, 자연성(自然性)을 지향하였다. 동양

사상에서 자연은 인간과 공간이 서로 자연스러운 조화를

이루며 융화된 삶을 살고자 하였다.

‘자연’이란 단순히 인간을 둘러싸고 있는 물리적 현상

계를 의미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았다. 때로는 인격화된

존재로, 때로는 신적 존재로 숭사되기도 하고, 도(道)나

진리의 구현체로 인식되기도 했다. 이와 같은 풍조는 유,

불, 도가를 막론하고 동 아시아 삼국 사상의 핵심을 이

루는 부분이기도 하다.2)

동양에서 자연은 <그림

1>과 같이 인위적인 기교,

의도적으로 무엇을 강요하지

않으며 순수하게 자연의 순

리를 따르고 그대로를 받아

드리는 것이라 말할 수 있다.

이는 동양의 자연관이 도법

자연(道法自然)과 무위자연(無爲自然) 사상이 그 바탕을

이루고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동양에서 미학은 미의 본

질을 추구하고자 노력하기 보다는 자연과 공간, 인간의

융화로 자연스러운 아름다움을 표현하고자 노력하였다.

(2) 동양의 생태미학 특성

동양에서 생태미학의 특성은 자연성과 인위성이 공존

한다. 자연적이지만도 않고, 인위적이지 않는 스스로 있

는 것처럼 보이는 것이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인위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자연과 인

위를 결합하여 더욱더 자연스럽게 하고자 하였다. 동양

에서 생태미학은 자연과 인간뿐만 아니라 자연과 예술,

건축 공간 서로가 함께 섬기며 공존을 도모하는 역할을

한다.3)

하늘과 인간 즉 천지의 미를 대변 할 수 있는 천연지

미(天然至美)는 실체와 허공이 동존하고 상생하며 나와

자연이 하나가 되어 경계 없이 넘나드는 인식의 확장으

로 이룰 수 있는 세계로서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들리는 것과 들리지 않는 것을 하나로 만들며 시공간을

넘나드는 환상까지도 갖게 하는 형식이었다. 이것이 물

아일체로 시공 속에 독존하는 듯 독존하지 않으며 영원

의 느낌을 자아내는 상태로 모든 것을 담는 동시에 각자

의 크기로 드러나며 다른 것들과 섞이고 합쳐지는 것이

다.4) 이렇듯 동양사상에서 예술은 특별한 형식을 갖고자

하기 보다는 의도하지 않고 존재하지 않은 듯한 형식으

2) 이은경, 風流-동아시아 美學의 근원, 보고사, 1999, pp.76∼77 인용

3) 양은지, op. cit., p.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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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 p.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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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소쇄원 광풍각

<그림 3> 향단

로 무한함을 갖는다.

동양에서 생태미학의 특성은 자연과 인위가 서로 공존

하는 것이다. 자연과 인위는 자신의 흔적이 느껴지지 않

는 상태로 서로 조화를 이루었으며, 인위는 자연을 순응

하는 형식으로 자연과 결합하여 자연스럽고자 하였다.

동양에서 생태미학은 자연과 인간, 예술과 공간 서로가

조화와 합일을(合一) 추구하며 서로 균형을 이루었다.

2.2. 한국 전통 건축 공간의 특성

한국 전통 건축에 일관적으로 나타나는 특성은 자연과

의 융합(融合)이라 말할 수 있으며, 자연과의 합일을 최

고의 이상으로 삼았다. 한국 전통 건축은 자연을 인위적

으로 움직이거나 건물에 맞추려 하진 않았으며, 건물이

자연 속에 들어가 자연에 맞추어 변형되었다. 자연을 지

배하거나 재단하려 하기 보다는 자연 상태 그대로 건축

에 이용하였으며, 자연을 건물에 맞추기보다 건물을 자

연에 맞추어5) 흔적조차 사라지게하려 하였다.

전통 공간에서 자연은 직

접 또는 간접적으로 공간과

관계를 맺는다. 자연요소의

도입은 자연과의 접촉은 최

대화 하면서 외부공간과 유

기적으로 공존한다. 내부공

간의 개방성으로 인한 내,

외부공간의 상호관입 속에 자연 경관의 도입, 마당, 마

루, 방, 등이 하나로 연결되어 공기, 빛 소리 등 자연과

도 일체화한다. 이러한 전통주거의 자연의 도입방법에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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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양식과 같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요소
자연과 정서적, 심리적 교감

생활적 차경의 원리, 상호 관입, 중첩 경계의 모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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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한국 전통 건축 공간에서 자연도입 방법

5) 임석재, 우리 옛 건축과 서양 건축의 만남, 대원사, 1999, pp.262∼

267

따라 자연은 미적인 표현특성 뿐 아니라 실용적 특성도

함께 갖는다. 전통 건축 공간은 자연의 이용은 자연스러

운 미를 형성할 뿐 아니라 에너지 효율 면에서도 뛰어난

역할을 하였다.6) 이와 같은 전통 건축 공간의 자연 도입

방법을 <표 17)>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2.3. 한국 전통 건축의 건축재료

한중일 삼국의 건축은 기본적으로 목조가구식(木造架

構式)8) 이므로 선적(線的) 구성을 보이는9) 것이 특성이

며, 자연을 우선하고 겸양하는 정신이 우리의 건축에 깊

이 배어있다. 집을 짓는데 사용한 재료도 집이 지어 그

곳에서 나오는 재료를 사용하여 지세에 맞는 형태로 집

을 지었다.

그리하여 주위에 산재한

자연요소들을 집안으로 끌

어 들였다. <그림 3>를 통

해 알 수 있듯이 사용된

모든 나무는 자연 그대로

의 형태와 나뭇결이 살아

나도록 하고, 옹이나 갈라

짐 등의 흠도 자연 상태 그대로 수용함으로써 벽체의 기

둥과 천장의 서까래 등은 거칠고 투박한 질감을 보여주

고 있다. 문과 창호에 적용된 한지는 빛, 바람, 그리고

자연음(音)을 여과하여 유입함으로써 자연과의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훌륭한 매질(媒質) 요소이다. 자연과의 융

합은 옥외공간의 구성 즉, 정원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한국정원의 식재는 늘 푸른 나무보다 철마다 다른 모습

을 가지는 사계절이 분명하여 계절의 흐름을 좇아 경관

이 늘 변화하므로 자연스럽게 조원(造園)을 하려는 조형

의식을 발로인 것이다.10)

전통 건축에서 사용된 재료는 주위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나무, 돌, 흙 등의 자연재료를 사용하였다. 주로

가구재로는 목재, 기단 및 기초 부분에 사용되는 석재

그리고 점토를 소성 가공하여 만든 전, 기와, 벽돌 등의

주요 재료와 석회, 종이, 약간의 금속류, 도장재료 등의

기타 재료가 있으며 이들은 주위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들이다. 이 재료들 중 목재와 석재는 자연 재료를 가

공하여 많이 사용하였고 그밖에 자연 재료를 이용하여

새로운 재료를 별도로 제작하여 사용하기도 하였다.11)

6) 권영걸, 공간디자인 16강, 도서출판 국제, 2008, p.132 인용

7) 양은지, 생태 미학적 관점에서 본 지속가능한 건축 공간 특성에 관

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제21권 4호 통권93호, 2012, p.35

8)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의 북방지역과 일본 등 동양 삼국에서는 일

반적으로 기둥, 보 그리고 도리를 근간으로 이루어진 목조가구식

구조체계를 건축물의 주된 구조체계로 사용하고 있다.

9) 권영걸, 한·중·일의 공간조영, 도서출판 국제, 2006, p.188

10) 권영걸, 공간디자인 16강, 도서출판 국제, 2008, p.127

11) 김동욱, 조선시대 건축의 이해,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9, p.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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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소쇄원 광풍각

전통건축에서 주된 재료로는 목재를 사용하였으며, 건

물의 기단부 또는 담장을 쌓을 때 주로 사용되는 석재는

우리나라에 그 양이 풍부하여 재료의 특성상 조적하여

사용되고 건물의 하부구조를 이루는 중요한 재료이다.

흙을 소재로 가마에 구워낸 기와는 지붕재로 많이 쓰였

으며, 전돌은 손쉽게 구할 수 있는 흙을 재료로 하여 높

은 온도로 구워 만들어 내구력이 강하고 방화성이나 방

한성이 뛰어나 여러 가지 경제적인 이점과 편리함을 갖

고 있다. 전돌은 주요한 건축 재료인 목재와 석재가 갖

는 여러 단점과 미비점을 보완할 수 있다. 건물의 벽체

에 하얀색 회벽을 바른 것을 찾아볼 수 있다. 흙은 습도

조절 기능과 통풍 효과가 뛰어난데다 쉽게 구할 수 있어

이상적인 건축자재였다. 초재에는 볏짚 류가 속하며, 지

재는 벽체 창호 부분에 창호지가 사용되고 실내 공간의

벽과 천장 부분에 한지가 사용되었다. 바닥에는 기름을

먹인 유지(油紙)가 사용되었으며, 전통 건축은 목구조 방

식으로 금속재가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으며 금속재는 장

식의 역할을 하는 곳에 부분적으로 사용되었다.12)

한국 전통 건축 재료의 사례를 다음의 <표 2>13)로 정

리해 살펴보았다.

재료구분 재료 사용 부위 재료 사례

목재 육송

처마, 공포,

기둥, 벽체,

창호, 대문

귀틀집
교란식

난간

둥근 나무

기둥

전통한옥

골판문

석재

화강석

초석, 기단,

석물, 석단,

담장, 대문
누마루 아래

초석과 기단
2중 기단 돌담

기와
지붕, 담장,

대문

일각문 기와 굴뚝지붕의 기와 기와(망와)

전돌 기단, 담장

십장생 굴뚝 꽃담 담장 전돌

토재

흙 담장

석회 지붕, 담장

짚과 흙 등을

섞어 만든

토벽집

짚과 흙 등을

섞어 쌓은 토담

구조가 노출된

흰 석회벽

<표 2> 한국 전통 건축 재료 사례

12) 홍지나, 한국전통한옥에 나타난 건축 재료의 본질성에 관한 연구,

한국기초조형학회, 2009, pp.469∼470 재인용

13) 홍지나, op. cit., p.469

초재 짚 지붕, 담장

짚으로 만든

우진각 지붕
초가지붕

울릉도 투방집,

우데기

지재 한지 창호

창호지로

천장과 벽체,

창호마감

창호지 마감 문
문살 안쪽 한지

마감

금속재 청동
벽체, 장식,

물, 창호

걸쇠 문고리와 배목
벽체 창호의

장식문양

3. 생태 미학적 측면에서 본 한국 전통 건

축의 건축 재료 표현 및 특성

동양에서 생태미학의 특성은 자연과 인위의 공존하는

삶이다. 자연은 자연적이지만도 않으며, 인위는 인위적이

지 않는 스스로 있는 형식처럼 보이는 것이다.

전통 건축의 재료를 이와 같은 생태 미학적 측면으로

살펴보면, 크게 두 가지 형식으로 분류할 수 있다. 자연

요소를 직접적으로 도입한 유형적인 형식의 특성과 자연

요소를 간접적으로 도입한 무형적인 형식의 특성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특성으로 분류하여 전통 건축에서

나타난 건축의 재료적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3.1. 유형적 요소에 의한 재료의 특성

유형적 요소에 의한 재료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과 자

연의 재료를 건축에 직접적, 물리적, 기술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건축의 예술적 표현은

자연의 조건을 극복하기

보다는 자연에 순응하고

유기적인 조화에서 비롯

되었다. 자연을 직접적인

형식으로 건축의 재료로

도입한 가장 큰 요소는

지형지세, 녹지, 물 등이라

할 수 있다. 전통 건축에서는 이러한 자연 요소를 정복하

거나 개발하기 보다는 자연의 조건을 받아드리고 순응하

여 자연과 공존을 이루고자 하였다. 이로서 건축물은 곧

자연과 융화되어 인위마저 사라져 흔적도 느껴지지 않는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자연은 이와 같이 직접적인 형식

으로 전통 건축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물리적인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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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낙안 최창우 가옥

<그림 8> 운강 고택

<그림 5> 무첨당

<그림 6> 향단 누마루 밑의

모습

<그림 9> 향단

식으로 건축에 도입되는 것은 재료적 측면에서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 건축에서 목재, 석재, 토재

의 사용이 가장 많다고 할 수 있는데, 특히 목재와 석재

는 최소한의 가공으로 무기교의 기교가 특징이다.

무첨당의 나무는 최소한의 가

공으로 단순한 형태를 갖고 있

지만 재료 스스로가 표현하는

미(美)로 탈기교성과 자연적인

변화의 아름다움으로 자연과 대

립되지 않는 미를 표현하고 있

다. 인간의 욕망은 배제하고 무

기교의 기교로 재료의 본질적인

변화는 어떤 장식보다 더 장식

적이지만 결코 화려하지 않다.

또한 목재는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로 수명을 다한 부분은 적

절히 잘라내고 이어 쓸 수 있는 실용적인 측면에서도 뛰

어난 재료이다.

석재로는 자연석, 화강석,

전돌, 기와등 다양한 종류와

방법으로 건축 재료로 사용

되었는데, 향단의 누하 주에

자연석 그대로를 초석으로

사용하는 대담성을 보인 것

은, 자연합일 사상에 의한

자연과의 하나 됨을 표현

한 것이다. 기와와 전돌은 흙을 구워 가공한 석재료지만,

그 재료의 형태를 단순화하여 내구성이나 방화성을 높이

고, 가공이 용이한 가변성은 독특한 조형적 특성을 발휘

하기에 좋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자연석은 <그림 7>과

같이 쌓아올린 형식으로도

많이 사용되었지만 토재, 초

재와 같이 섞어서도 많이 사

용된다. 초재를 사용한 초가

지붕과 구조가 노출된 석회

벽은 질박한 아름다움을 뿜

어낸다. 전통 건축에서 사용

된 흙과 짚은 소박하고 질박한 미 뿐 아니라 방수와 통

풍이 잘되어 쾌적한 생활이 가능하게 했다. 한국 전축에

서 사용된 자연 재료는 최소한의 가공으로 무기교의 기

교, 담담한 미와 재료 자체가 갖는 자재의 미, 소박미,

질박한 자연의 미와 더불어 실용성과 경제성까지도 가지

고 있다. 이러한 부분은 전통 건축에서 열, 빛, 공기, 바

람, 습도, 배치의 형식 등의 자연 요소를 기술적으로 활

용함에 따라 자연 에너지를 조절하여 쾌적한 환경을 조

성하고, 에너지 효율 면에도 뛰어난 역할을 하였다.

3.2. 무형적 요소에 의한 재료의 특성

무형적 요소에 의한 재료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의 요

소를 건축에 간접적, 생활적, 생태적으로 이용한 것이다.

전통 건축에서 자연은 기후, 소리, 빛, 바람, 생활양식등

과 같이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요소와도 정서적, 심리

적으로 교감을 하며 관계를 맺고 있다. 이러한 자연 요

소는 간접적, 생활적, 생태적 자연 요소도입은 공간적인

관여가 큰 특성으로 나타난다.

전통 건축 재료 중 나무와 같은 직접적인 자연 재료가

아닌 지재는 창호 부분에 창호지가 사용되었으며 벽, 천

장에는 한지 바닥에는 기름을 먹인 유지의 사용으로 실

내 공간 전반에 사용된 재료이다. 그중 창호지는 실질적

인 자연요소를 간접적으로 공간에 유입시키고 흐르게 하

는 대표적인 재료이다. <그림 8>과 같이 무늬가 없는

창호지가 갖는 투명성은

빛과 그림자, 소리, 바람

을 여과하여 자연과 공

간의 흐름을 용이하게

한다. 반 투광성의 창호

지는 부드럽게 확산되는

빛으로 여러 형태와 겹,

창살로 빛의 유입량을

조절, 낮에는 창살의 짜임새로 율동적 그림자를 실내에

투영시키고 밤에는 창살의 실루엣과 나뭇가지, 잎사귀

등의 그림자로 정취 있는 간접적 자연을 내부로 도입시

킨다.14) 이와 같이 자연의 요소와 기교가 없는 재료가

만나 변화시키는 자연적인 아름다움은 공간을 풍요롭고

담백하게 만든다.

한국 전통 건축에서는

사이‘間’을 통해 자연과

건축, 인간의 관계 형성

을 미를 찾아 볼 수 있

다. 한국 전통 건축 공

간에서는 <그림 9>과

같이 채와 채 사이에 자

연스럽게 형성된 채 사

이 틈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빛과 그림자가 공간에 틈을

이용해 직접적으로 들어와 공간과 관계하는 아름다움을

갖게 한다. 계절과 시간 빛이라는 무형적인 자연 요소는

단 한순간도 같지 않으며, 이는 공간과 자연의 매개의

역할을 한다.

<그림 10>는 지형에 순응하여 건축은 대칭적 비대칭

의 관계를 형성하며, 배치의 불규칙적인 질서는 자연과

관계를 갖으며 불편한 모습이 아니게 된다. 관계를 형성

14) 한경희․김자경, 생태학적 관점에 의한 전통주거의 실내디자인 특

성과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1, p.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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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소쇄원 오곡문

<그림 10> 서백당

하며 공간은 연속성, 전이성, 다양

성, 공간간의 완화, 조절, 완충의

역할을 한다. 이렇듯 무형적인 요

소와 건축 공간의 관계 형성은 공

간을 더욱더 감성적, 정서적으로

만드는 역할을 하면서 자연과 교

감하는 또 다른 표현 방법이라 할

수 있다.15)

한국 전통 건축에 있어서 자연

은 간접적이고 무형적인 자연 요

소로 건축에 도입되면서도 생태적

인 자연 조화와 자연의 변화를 거스르지 않고 순응하였

다. 이는 자연을 자유로운 형식으로 공간에 자연스럽게

유입하여 흐르고 소통하고자한 자연 배려적 측면으로 볼

수 있다.

3.3. 유, 무형적 요소에 의한 재료의 특성 정리

한국 전통 건축 공간은 유형적, 무형적인 요소에 의해

자연 요소가 건축의 재료로 자연의 미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전통 건축에 도입된 자연 재료는 단순히 미적인 효

과뿐 아니라 효율성, 실용성, 에너지 조절과 같은 생태학

적 측면에서도 뛰어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러한 유, 무

형적 요소의 특성을 다음의 <표 3>으로 정리하여 살펴

보았다.

유형적

요소

직접적
융화의 미, 지형지세에 순응, 자연과

공존

직접적 도입 및 관여

조형적 형식으로 관여
물리적

변화의 미, 자재미, 소박미, 질박미,

담담한 미, 무기교의 기교, 탈기교성

기술적
자연 에너지 조절, 에너지의 순환,

효율성, 실용성

간접적
자연과 정서적, 심리적 교감, 자연과

공존, 자연의 자유로운 흐름

무형적

요소

간접적 도입 및 관여

공간적 형식으로 관여생활적

생동하는 공간, 담백미, 시선의 조작,

공간의 연속성, 전이성, 다양성, 자연

과 건축의 매개적 역할

생태적 포용성, 자연과 조화, 자연과 소통

<표 3> 유형적, 무형적 요소에 의한 재료의 특성

4. 사례를 통한 한국 전통 공간과 건축 재

료의 생태 미학적 표현 특성

지금까지 살펴본 한국 전통 건축 공간의 건축 재료의

생태 미학적 특성을 기반으로 유형적, 무형적 요소에 의

한 한국 전통 건축 공간의 건축 재료의 표현 특성에 대

한 사례를 분석하고 그 사례에서 나타나는 특성을 살펴

보고자 한다.

15) 양은지, 생태 미학적 관점에 본 한국 전통공간의 특성에 관한 연

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0, p.62

4.1. 유형적 요소에 의한 건축 재료 표현 특성

(1) 직접적 형식의 건축 재료 표현 특성

한국 전통 건축에서 자연을 유형적인 요소로 직접적인

형식으로 도입한 방법은 향단과 소쇄원의 광풍각과 같이

지형지세에 순응한 것이다.

<그림 11> 향단 <그림 12> 독락당 <그림 13> 소쇄원

광풍각

향단과 독락당은 지형의 조건을 그대로 받아드려 건물

을 형성하였다. 향단은 지형의 영향으로 단 밑에 새로운

단을 만들어 건축물을 지어 자연스럽다. 소쇄원은 자연

지세를 쫓아 자연스러운 단차변화를 보이고 있으며, 손

상되지 않은 자연의 정조(情調) 그대로의 모습을 보는

신선한 감정은 이곳이 철저히 의도된 공간으로 감싸인

인위적 구조로 인한 것임에도 아무런 의심조차 사지 않

은 채 그저 방문객들을 건축인지 모를 자연 본래의 아름

다움을 취하게 만든다.

소쇄원의 담장은 마치 계

곡과 숲과 담장들이 서로 연

결되며 끊어질 듯 이어진 전

체의 하나로서 관계 지어진

것처럼 삶과 자연의 모습에

공간은 격리되거나 분리되지

않고 하나로 닮아 있다.16)

한국 전통 건축은 자연과 조화롭고자 자연지형을 허물

지 않고, 지형지세에 순응하는 형식으로 건축물을 형성

하였다. 이러한 태도는 건축과 자연이 잘 융합되어 심지

어 건축이 자연의 일부인 것과 같은 조화로움을 갖는다.

(2) 물리적 형식의 건축 재료 표현 특성

물리적 형식의 재료적 특징은 한국 전통 건축이 가지

고 있는 가장 직접적이 자연의 도입 방식이다.

<그림 15> 운강 고택 <그림 16> 향단 <그림 17>

남간정사

한국 전통 건축에서 목재는 김동수 가옥의 바깥 행랑

채의 기둥과 같이 나무의 휜 모습 그대로를 수용한 소박

16) 김개천, 명묵의 건축, 안그라픽스, 2004, pp.159∼163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1권 6호 통권95호 _ 2012.12230

한 아름다움을 갖는다. 무기교의 기교를 보여주는 향단

의 나무 벽은 재료의 본질적인 자연 변화의 자재의 미와

담담한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있다. 외부에 색이나 장식

을 절제하고 선으로 구성한 단순한 형식은 수수하고 담

담한 변화의 미를 나타낸다.

<그림 18> 소쇄원 담 <그림 19> 부용동별서 <그림 20> 독락당

전통 건축에서 석재는 자연석을 최소한의 가공으로 사

용하는 대담성과 소박성은 자연과 하나 됨을 표현한 것

이다. 흙을 구워서 가공하여 사용하는 석재는 단순한 형

태와 색감은 자연과 자연스러운 조화와 독특한 조형적

특성을 동시에 발휘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3) 기술적 형식의 건축 재료 표현 특성

전통 건축에서 기술적인 형식은 생태학적, 미학적 측

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목재, 토재, 초재, 지재와 같은

자연적 건축 재료는 단순히 자연과 친화적이거나 미적인

조화가 뛰어나 관심을 갖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재료들

은 재료 자체가 특별한 가공을 하진 않아도 습도를 조절

하거나, 방수와 통풍이 잘되어 실내를 쾌적하게 하고, 흙

은 열용량이 크고 공기를 통하게 함으로 습기 조절에 용

이 하고 한낮의 일사를 축열하고 밤에 복사를 통하여 실

내에 열을 전함으로 낮에는 시원하고 밤에는 따뜻하게

하는 역할을 한다. 짚은 방수와 통풍이 잘될 뿐 아니라

내구성이나 경제적 측면에서도 기와보다 우수하고 태양

복사열 차단 효과가 큰 우수한 자연재료이다.17)

<그림 21>

독락당

<그림 22> 이범재 가옥

토재의 사용

<그림 23> 이용우 가옥

삿갓 모양의 초가지붕

방풍을 위한 수단으로 방바닥보다 조금 높게 만들어

방안의 온기가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막았다. 그러면서

도 머름은 밖에서 안이 직접 들여다보이지 않도록 시각

적 차단역할을 수행하여 앉은 사람에게 아늑함을 제공한

다. 뒤퇴로 향한 문들은 창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머름대

위에 서리되어 개구부를 좁히고 겨울에는 한풍을 막도록

하였다, 벽체에 비대칭의 창호는 맞바람이 불도록 한 것

17) 한경희․김자경, 자연성에 근거한 전통주거건축의 생태학적 특성과

적용에 관한 연구,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00, p.240

으로 통풍을 원활하게하기 위한 실용정신 사례이다.18)

<그림 24> 향단 <그림 25> 운강 고택

한국 전통 건축에서 자연 요소를 기술적으로 활용함에

따른 자연 에너지를 순환과 에너지의 조절은 에너지 효

율 면에서 뛰어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며,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중요한 표현 특성이다.

4.2. 무형적 요소에 의한 건축 재료 표현 특성

(1) 간접적 형식의 건축 재료 표현 특성

한국 전통 건축에서는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는 무형의

자연의 재료를 공간으로 끌어들여 정서적, 심리적으로

교감하는 것을 자연과 공존하는 방법이라 생각했다.

<그림 26> 남간정사 <그림 27> 운강 고택 <그림 28> 윤증 고택

자연은 창호지를 통해 빛과 그림자로 공간에 유입되어

흐르며 계절과 시간의 흐름은 이러한 공간을 단순하거나

지루하지 않도록 한다. 구성 형식은 단순하지만 자연의

재료가 공간에 흐르고, 인간과 공간 자연의 관계에 따라

단 한순간도 갖지 않다.

<그림 29>

소쇄원 광풍각

<그림 30>

부용동별서 세연정

<그림 31> 김동수 가옥

한국 전통 건축에서는 간접적인 형식의 자연 도입의

방법 가변화되는 벽도 하나의 예로 들 수 있다. 소쇄원,

부용동별서, 김동수 가옥에서 보여지는 가변화 되는 벽

의 구조는 공간을 본질적으로 비우지만, 자연과 소리, 빛

과 바람을 내부로 끌어 드리고, 내부에서 자연을 관망하

는 것은 자연을 공간에 한 폭의 그림으로 살아 있게 만

든다. 건축물에 직접적으로 자연의 요소를 도입하지는

않지만, 동양 사상이 잘 나타나는 자연과 공존하는 형식

18) 권영걸, op. cit., p.132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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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소쇄원

<그림 38> 부용동별서

의 자연 도입 방법이다.

(2) 생활적 형식의 건축 재료 표현 특성

<그림 32> 독락당 <그림 33> 윤증 고택

한국의 전통 건축 공간에서는 자연을 공간으로 억지로

끌어들이지 않았다. 자연을 이용하여 마당을 만들기보다

는 빈 차경의 원리를 이용하여 자연을 마당으로 끌어들

였고, 건축물과 건축물, 자연과 건축물, 자연과 인간, 인

간과 건축물 사이의 관계를 맺는 매개의 역할을 한 것이

생활적 형식의 건축 재료이다. 전통 건축에서 건축 재료

로 자연을 활용한 것은 독락당과 같이 자연의 지세를 이

용하고 자연을 억지로 내부로 끌어들이지 않고 관망하고

멀리두면서 바라보는 것으로 자연과 조화하고자 한 것이

다. 윤증 고택은 빛의 흐름을 건축물의 틈을 통하여 공

간으로 끌어들이며 건축물과 자연이 자유로운 관계를 같

고 생동하는 공간으로 만들었다.

<그림 34>

관가정

<그림 35> 관가정 <그림 36>

윤증고택

동양 사상을 기반으로 형성된 생활 형식은 건축물을

담백한 아름다움을 나타내고, 자연과 공간, 인간이 중첩

되어 흐르는 미는 다양한 공간을 형성하며, 자연의 상호

관입은 자연과 건축물 인간의 매개적 역할이 특성으로

나타난다. <그림 34>은 관가정의 사랑채는 창이 사선으

로 어긋나 막히는 법이 없으며, 빛과 바람, 소리까지도

통하게 하는 자연의 요소가 흐르는 길의 역할을 한다.

<그림 35> 관가정의 모습은 문을 마치 액자와도 같이

이용하였다. 자연을 공간으로 억지로 끌어드리는 대신,

살아있는 액자와 같이 바라보는 것이다. 이곳에 액자의

역할을 하는 문은 같지만 보는 요소는 다르다. 단순한

병렬형식의 문은 서로 다른 자연요소의 변화를 보여주면

서도 대립하지 않으며 어울린다. 윤증고택은 자연 지형

지세를 따라 비대칭의 균형을 맞춰 구축한 건축물은 대

칭적 비대칭의 조화를 이루며 공간의 전이적 효과를 갖

는다.

(3) 생태적 형식의 건축 재료 표현 특성

생태적 건축 재료는 한국 전통 건축이 잘 나타내고 있

는 특성이자 현대 건축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요소이다.

전통 건축에서는 생태적인 자연환경을 고려하여, 자료의

취득이 용이하고 대부분 재생이 가능하고 교체가 쉽고

폐기시 경제적으로 절감이 되는 재료를 이용하였다.19)

한국 전통 건

축에서 생태학

적으로 자연환

경을 고려한 태

도는 소쇄원과

부용동 별서의

사례를 통해 찾

아볼 수 있다.

소쇄원은 자연이 갖은 지형과 형식을 파괴하지 않고 자

연에 순응하여 건물을 지어 마치 건물은 없고 자연만 존

재하듯 자연과 융화를 이루었다. 부용동별서의 세연지는

자연석을 애써 다듬거나 정리하지 않으면서 자연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드렸다. 자연의 변화에 순응하고, 자연의

맥락을 정원까지 끌어들인 사례이다.

부용동별서의 돌길과 소쇄원의 죽담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다. 기교 부리지 않은 최소한의 가공은

자연에 욕심 부리지 않는 태도로 스스로 변화하는 자율

적인 아름다움을 나타낸 것이다. 자연의 변화를 있는 그

대로 받아드리는 이 공간은 자연이 자율적으로 생동하는

살아 있는 공간이다. 이와 같이 인위는 스스로를 드러내

지 않으며 완전한 형식으로 자신의 역할을 해낸다.

<그림 39> 부용동별서 <그림 40> 소쇄원의 죽담

한국 전통 건축에서는 이렇듯 자연을 파괴하지 않고

자연의 있는 그대로를 받아드리며 공존하고 공생하는 방

법을 찾았다. 또한 건축의 재료가 반드시 직접적인 재료

로 건축물에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으며, 자

연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건축물과 인간과 융화하는

삶을 살고자 노력하였다.

5. 결론

건축 재료의 진화는 현대 건축의 발전을 가지고 왔지

만, 건축 재료는 환경 파괴 및 오염의 문제도 함께 가지

고 왔다. 그러나 이와 같은 문제는 동양의 자연관으로

19) 한경희․김자경, op. cit., p.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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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보면 생태미학과 지속가능한 건축의 재료적인 측면

이 새롭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본 연구의 배경이

되었다. 자연과 건축, 인간이 서로 공생, 공존하며 균형

을 이루고 있는 전통 건축을 생태 미학적 관점에서 재료

의 특성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기본 개념이다.

첫째, 동양적 관점의 생태미학과 한국 전통 건축 재료

의 선행 연구를 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생태미학과 건축

재료를 한국 전통 건축 공간을 통하여, 그 연계성과 표

현 특성을 고찰해 보았다. 이러한 시도는 생태미학과 전

통 건축의 재료에 대한 다양한 시각 형성과 인식에 대한

새로운 틀을 제시 할 수 있다. 또한 지속가능한 건축 재

료로서의 가능성을 찾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한국 전통 건축 재료의 특성과 적용 형식을 살

펴보고 이러한 특성과 형식을 동양적 사고를 기반으로

생태 미학적 특성과 건축 재료의 연계를 통해 나타나는

재료의 표현 특성을 살펴보았다.

셋째, 한국 전통 건축 공간에서 나타나는 자연의 요소

를 표현 특성을 기준으로 크게 유형적, 무형적인 요소로

분류하였다. 한국 전통 건축 공간에서 건축 재료의 표현

방법은 유형적인 요소의 적용 형식은 직접적, 물리적, 기

술적 형식으로 표현되며, 무형적인 요소의 적용 형식은

간접적, 생활적, 생태적 형식으로 표현된다. 이와 같은

형식의 구분을 생태 미학적인 관점을 통하여 건축 재료

의 특성을 살펴보았다.

넷째, 3장에서 도출된 특성을 기반으로 특성에 맞는

사례를 통하여 한국 전통 건축 공간에서 나타나는 재료

의 표현 특성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유형적 요소에 의한 재료의 표현 특성은 자연의 조건

을 직접적으로 받아드리는 형식을 취하였다. 자연의 재

료는 직적접이면서도 물리적인 방법으로 건축물과 조화

를 이루었으며, 이러한 물리적 도입 방법은 가장 단순하

면서도 다양한 자연 재료의 본질적 아름다움을 취하게

하고자 하는 효과적인 특성이다. 건축 재료의 기술적인

형식의 표현 특성은 생태학적인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재료가 갖고 있는 본질적인 에너지 활용을 통

한 에너지 순환과 조절의 효과 뿐 아니라 공간 구성을

이용한 효과의 극대화는 전통 건축과 재료의 뛰어난 역

할이라 할 수 있다.

무형적 요소에 의한 재료의 표현 특성은 유형적 형식

에 비해 은유적이며, 감성적인 측면이 더 뛰어나다. 간접

적 형식은 전통 건축에서 재료를 통해 자연이 빛과 그림

자, 바람, 소리와 같은 보이지 않는 요소로 자연과 인간,

공간이 정서적 심리적으로 교감한다. 생활적 형식은 자

연과 건축, 인간의 매개적인 역할과 자유로운 움직임을

형성하였다. 자연 그대로 받아드리는 생태적 형식은 현

대 사회에서 추구하고자 하는 자연과 공생, 공존하는 하

나의 방법이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전통 건축에서 재료가 단순히 공

간을 형성하는 물리적인 재료가 아닌 형식으로 존재하지

않는 모든 자연 요소까지 재료로서 인식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자연 요소는 자연을 배려하는 형식으로 건

축 재료로 활용하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고 있으며, 자연

재료의 생동하고 변화하는 아름다움은 미적 효과 뿐 아

니라 에너지, 경제적 측면에서도 뛰어난 역할을 하고 있

음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생태 미학적 관점에서의

표현 특성을 토대로 한국 전통 재료가 지속가능한 재료

로서 개발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여 진다.

하지만, 본 연구는 생태 미학적인 관점에서 한국 전통

건축 재료의 표현 특성을 살펴보고자 하였으나, 동양 사

상의 자연관이 잘 드러난 조선시대의 중·상류층의 전통

주거 공간으로 한정함에 따라 건축 재료의 표현과 특성

을 살펴보는데 한계가 있었다. 한국 전통 건축의 재료와

생태 미학적인 관점으로 표현되는 방법과 관점에 따라

현대 건축 공간의 재료로 더 많은 변화와 가능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 된다. 이에 한국 전통 건축 공간을 통하여

생태 미학적, 지속가능한 건축 재료의 다양한 시각과 방

법을 제시하는 후속 연구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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