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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전통주거건축의 자연친화적 특성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Environmentally-Friendly Characteristic of Traditional Houses in Jej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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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odern society is filled with the pursuit of material wealth and great convenience due to high technology that has been 
introduced to all facets of society. There is no exception to this in the field of construction. Modern construction, however, 
has caused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pollution, disturbing the coexistence of humans and nature. Therefore, this thesis 
aims to explore how humans and nature can maintain a mutually beneficial relationship by looking into the construction of 
Jeju’s traditional dwelling house. This thesis examines the geographical features of Jeju and looks into how Jeju people 
have adapted themselves to nature. It is assumed that geographical features have created Jeju’s unique environment and 
style of architecture and differentiated Jeju’s traditional houses from those of other regions. Also, it is considered that 
geographical features had a large impact on traditional construction such as the floor plan and the layout of buildings. 
Accordingly, this thesis explores the way traditional houses protected house dwellers from the natural environment and 
examines the wisdom of our ancestors who took advantage of the natural environment. In addition, this thesis aims to 
contribute to creating Jeju’s unique construction culture and environment by studying materials, structures, and forms that 
were applied to the traditional houses of Jeju.

키워드 : 제주, 전통주거, 자연친화적, 배치평면, 구법,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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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제주도는 화산섬으로 한라산을 중심으로 곳곳에 기생화

산인 오름이 산재하고 있으며 섬 전체가 현무암으로 이루

어져 있다. 또한, 제주도는 내륙지방에 비해 바람이 많고

태풍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지역적 특성이 있다. 또한

제주는 섬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과거 오랜 세월 동안 내

륙지방과의 언어 및 문화의 교류가 활발하지 못하였던 탓

에 제주만의 독특하고 고유한 생활방식과 문화적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오랜시간 진화하

며 정착한 제주의 전통주거건축은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건축양식을 갖고 있다. 이러한 제주만의 주거건축양식은

제주의 지형적 특성, 기후적 특성, 생활방식과 문화적 특

성의 차이로 발생하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문학적으로 타 지역과 차별화되

는 제주의 전통적인 가족관계와 생활방식이 전통주거건축

의 배치와 평면구성에 미친 영향을 고찰하였다. 그리고

제주의 지형적 특징인 화산섬, 한라산, 오름 등과 기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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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인 태풍, 비, 바람 등에 대하여 어떠한 유기적 관계와

건축적 해결책을 갖고 진화해 왔는지 고찰하였다.

이에 본 연구목적은 제주의 문화적 특성과 지형, 바람

등 지형적․기후적 특성에 순응하고 대처하기 위해 제주

전통주거건축의 배치구성요소와 건축구성요소에 적용된

자연친화적인 특성을 고찰하는데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제주의 지역성을 고려한 주거건축 계획

시 적용가능한 자연친화적인 건축요소를 개발하는데 기초

적인 자료를 제시하고자 한다.

1.2 연구의 범위 및 방법

본 연구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대상 건축물은 제주지

역에 남아있는 전통주거건축 중 민가를 대상으로 하였다.

세부적으로는 제주 성읍민속마을 내의 5곳의 전통민가를

선정하였다. 성읍민속마을은 민속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는

제주의 대표적인 민속마을로서 국가로부터 관리 및 시설

보호를 받고 있어 전통적인 주거건축양식의 원형이 가장

잘 보존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대상지역으로 선정하

였다.

연구내용은 제주 전통민가의 사례조사를 통해 배치구성

요소 및 건축구성요소에 적용된 자연친화적 특징을 조사

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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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방법은 첫째, 한국전통건축과 제주전통주거건축에

관한 선행연구와 참고문헌을 통해 본 연구주제의 이론적

배경과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둘째, 제주전통주거건축의 배치 및 평면구성, 건축구성

요소 등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하여 제주전통주거가 가

지고 있는 자연친화적 요소를 발췌하였다. 그리고 이를 바

탕으로 본 연구대상 민가의 조사 및 분석을 위한 분석의

틀을 설정하였다.

셋째, 조사․분석대상인 5개의 전통민가를 선정하고 연

구자가 설정한 분석틀을 중심으로 전통민가 답사 및 사례

조사를 실시하였다.

넷째, 사례조사 내용을 분석틀 기준으로 분석을 실시하

여 자연친화적 요소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2. 제주 전통주거건축에 관한 이론적 고찰

2.1 전통건축에 관한 선행연구

제주의 전통주거건축에 관한 선행연구 고찰에 앞서 한

국의 전통건축에 관한 선행연구 중 본 연구주제인 자연

(환경)친화에 관한 주제를 중심으로 연구한 선행사례를 살

펴보면 다음 <표 1>과 같다.

이를 연구분야별로 분류하면 첫째, 선행연구의 연구세

부주제 측면에서 친환경적인 요소에 관한 연구분야(장임

정, 김도형, 김창식), 친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분야(정숙

진, 주급원), 친환경적기법 활용에 관한 연구분야(정숙진,

권경실)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둘째, 연구대상측면에서

분류하면 전통(민속)마을에 관한 연구분야(주급원, 김도

형), 전통주거(한옥)에 관한 연구분야(장임정, 정숙진, 김창

식), 전통건축에 관한 연구분야(권경실)로 분류할 수 있다.

이와 같이 2,000년대 중반이후 한국전통건축에 관한 친환

경적 분야의 연구가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자 제목 연도

장임정
한옥을 상징하는 전통의장의 친자연적 요소

에 관한 연구 : 재료와 구조를 중심으로
2011

정숙진
지속가능한 한옥 개발을 위한 친환경건축기

법의 활용에 관한 연구
2010

주급원
한국 전통건축의 친환경적 특성에 관한 연구

: 낙안읍성 민속마을을 중심으로
2010

김도형
전통마을의 친환경건축 계획요소 분류체계

설정 및 적용 실태에 관한연구,
2008

김창식
충북지역 전통주거건축의 생태요소에 관한

연구
2007

권경실, 전통건축의 환경적 요소 활용 방안 연구 2005

Table 1. Previous Studies on the Traditional Houses in Korea

제주의 전통주거(민가)를 중심으로 연구한 내용을 고찰

하면 <표 2>와 같다. 선행연구의 연구세부주제 측면에서

분류를 하면 전통주거의 건축특성 및 공간구성에 관한 연

구분야(신웅주, 박희용, 정영철), 전통주거의 특징과 현대

적 적용에 관한 연구분야(정창민, 강연진, 양택훈)로 구

분할 수 있다. 또한 연구대상측면에서 귀덕마을, 성읍마

을 등 특정전통마을에 관한 연구(신웅주, 박희용)가 진행

되었다.

이상과 같이 제주의 전통주거에 관한 연구는 제주의

특성화된 주거건축의 가치에 비해 다양한 선행연구가 미

흡한 실정이며 특히 전통주거건축의 친환경적인 요소 및

특성에 관한 연구가 미흡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통주거의 원형이 가장 잘 보전되어있는 성

읍마을의 전통민가를 대상으로 사례조사 및 분석을 실시

하여 제주전통주거건축의 자연친화적 특징에 대해 고찰하

였다.

연구자 제목 연도

정창민
제주 전통민가의 특성요소 조합을 통한 제주

현대주택 계획 가능성에 관한 연구
2011

신웅주
제주 귀덕마을 전통가옥의 공간구조 변화에

관한 조사연구
2010

김기덕 기후특성과 관련된 제주도의 민가 경관 2001

강연진
전통민가를 중심으로 살펴본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2001

박희용
제주 전통주거의 건축특성 연구-성읍민속마을

을 중심으로
1999

양택훈

제주민가의 주거공간 변화에 관한 건축설계적

연구- 증개축을 통해 본 주거공간 및 주생활

의 변화를 중심으로

1992

정영철
제주도 전통민가의 공간적 특징 및 의미에 관

한 연구-민간신앙을 중심으로
1992

Table 2. Previous Studies on the Traditional Houses in Jeju

2.2 제주의 전통주거의 일반적 고찰

1) 배치 및 평면구성

제주도의 주거문화는 내륙지방과는 다른 독특한 유형을

가지고 있다. 초가는 주위 지형보다 낮은 곳에 돌담을 두

르고 건물을 별동(別棟)으로 배치한다. 안거리 한 채와 부

속채로 이루어진 집을 외거리 집이라 하며, 안거리․밖거

리를 갖춘 두 채의 집을 두거리 집이라 한다. 이때 안거리

와 밖거리는 마당을 중심으로 이자(二字)로 마주 보기도

하고, 때로는 튼 ‘ㄱ’ 자, 튼 ‘ㅁ’ 자형으로 배치되기도 한

다. 이와 같은 배치의 배경에는 무속신앙, 풍수지리, 기후

그리고 제주도에만 존재하는 특이한 가족제도 등 여러 가

지 문화적 요인이 깔려 있다. 이 배치형식에서 생성된 외

부공간은 집 밖에서부터 집 내부 공간 쪽으로 그 공간 기

능에 따른 질서체계를 이루어서 거릿길, 올레, 올레목, 마

당, 안뒤 순으로 이동하는 사이에 완급, 폐쇄 및 트임으로

공간체험의 충실도를 높여 주고 있다.1)

제주전통민가의 배치는 마당2), 안뒤3), 안거리(안채), 밖

1) 강연진, 전통민가를 중심으로 살펴본 제주도 건축의 지역성과 그 현

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과학기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1, p.20(재구성)



韓國農村建築學會論文集 제16권 2호 통권53호 2014년 5월 37

거리(바깥채), 우엉4), 통시5)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다음 <표 3>은 제주전통주거의 민가 배치, 외부공간

및 평면구성6)을 도식화한 것이다.

구분 배치 및 평면 구성

배치 및

외부공간

구성

올레, 안거리, 밖거리, 마당, 안뒤, 우엉, 통시

평면 및

내부공간

구성

상방, 구들, 고팡, 정지, 챗방, 난간, 굴목

Table 3. Jeju Traditional Houses of Site Plan & Plan Layout

안거리와 밖거리가 분리된 살림집은 제주도의 독특한

문화적 요인이 내포되어 있다. 제주에서는 아들이 결혼하

면 안거리에는 부모세대가, 밖거리에는 아들세대가 산다.

일정 기간이 지나면 부모세대가 밖거리로, 아들세대가 안

거리로 들어가는데 이것은 그 집안을 주도하는 세대가 바

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안채는 여성공간, 사랑채는

남성공간’으로 사용하며 성별로 주거공간을 분리하는 타

지역과는 달리 안거리와 밖거리를 부모와 자녀가 생활하

며 세대별로 주거공간을 분리하는 제주만의 독특한 주거

양식을 갖고 있다.

안거리와 밖거리에는 각각 상방7), 구들8), 정지9), 고

2) 마당은 배치의 중심으로 농작업 외에 각종 가정의례가 행해지는 의

식적 공간임. 안거리와 밖거리 사이의 마당은 7∼8m 범위로 일조 ·

통풍 및 안 · 밖거리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프라이버시 확보 등을 만

족시킬 수 있는 최적거리이기도 함.

3) 안뒤는 안거리 뒤쪽의 공간을 말한다. 안뒤는 안거리 뒷벽 한쪽 끝에

서 다른 쪽으로 담을 쌓아 마당에서는 직접 드나들 수 없게 만듬

4) 우영은 집 주위를 두르고 있는 텃밭을 말함. 우영은 집의 양 측면 또

는 안뒤의 뒤 등 대지의 외곽지대에 위치함.

5) 통시는 변소와 돼지막이 함께 조성된 제주전통 측간이다.

6) 양택훈, 제주민가의 주거공간 변화에 관한 건축계획적 연구, 한양대

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1992, p.25, p.34의 자료를 인용하여 연구

자가 재구성함

7) 상방은 주거생활의 중심이 됨과 동시에 관혼상제, 가족집회, 단란, 손

님접대 등 다양한 기능을 충족시키는 공적인 요소가 짙은 곳임

팡10) , 챗방11), 난간12) 등이 있지만, 조상의 제사를 지내

는 일(상방), 제사를 준비하는 일(정지), 제수용 제기를 보

관하는 일(고팡)등은 안거리에서만 할 수 있다. 이는 안거

리가 밖거리에 비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안거리․밖거리의 두 세대는 부엌과 장

독대 등이 각각 마련되어 먹고 자는 것은 물론이며 생산

경영을 두 단위로 할 수 있었다. 이는 주거단위로 보면 한

가족이지만, 경제단위로는 두 가족이 사는 것13) 타지역과

는 차별화된 주거문화이다.

2) 건축물 구성 요소

제주민가의 구조는 2고주 7량 집으로 3량 혹은 5량 집

인 타지방의 양식과는 전혀 다르다. 이것은 제주지방이 바

람이 많기 때문에 횡력을 견디기 위해 넓은 면에 도리를

많이 걸치기 위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위해 기둥을 거

꾸로 세우는 방식 등을 사용하였다. 이는 나무의 뿌리부분

은 나무 재질 중 가장 단단하고 단면의 크기가 커서 보

및 도리와 결구될 시 맞춤이 견고하게 되기 때문이다.

외벽 또한 기둥 밖으로 자연석을 흙 여물로 뒤 채우며

쌓아올려 비바람에 대처하였다. 지붕은 새를 펴서 덮고 같

은 재료로 새끼를 꼬듯이 격자형으로 짜서 처마 끝에 고

정시켜 구성하였으며. 지붕물매(약 3.5/10)는 내륙지방의

경사에 비해 완만하였다. 또한 상방이나 정지는 연등천장

으로 진흙을 발라 마감하였다. 그러나 구들의 반자는 평천

장으로 하고 반자틀 위에는 진흙을 쌓아 보온효과를 얻었

다. 또한 창호나 벽체에 널문과 빈지벽14)을 설치하고 난간

위에 풍채15)를 달아 제주의 바람에 대처하였다.

3) 기타 건축적 특징

제주 전통주거의 용마루, 돌담집, 굴뚝에 관한 건축적

특징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제주 전통민가의 용마루는 구조가 다른 상마루를

가지고 있으며 바람을 견디기 위해 ‘새’를 꼬아서 만든 ‘짚

줄’로 지붕 전체를 바둑판 모양으로 얽어 놓고 있다. 둘째,

돌담집은 다른 지방은 대부분 흙으로 외벽을 두르고 있는

‘토담집’인데 반해 제주민가는 돌로 외벽을 두른 ‘돌담집’이

다. 이는 제주의 강한 비바람으로 비가 옆으로 들이치는

8) 온돌의 설비가 없는 상방, 고팡 등의 공간을 '방'이라 부르고 온돌의

설비가 있는 공간을 '구들'이라 부름

9) 정지는 본토와는 다르게 취사와 난방이 분리되어 있다. 화덕의 설치

방법은 직육면체 돌 세 개로 솥 덕을 세워 솥을 걸치는 방식으로 사

계절 취사에 이용함

10) 주로 곡물을 보관하는 곳으로 특히 가재 관리의 기능이 안거리에서

강조되어 고팡은 평면구성의 기본적인 요소임.

11) 챗방은 세 칸 집에서 네 칸 집으로 공간분화를 하면서 정지와 상방

사이에 구성된 제주도 초가에서만 마련된 특이한 식사 전용 공간임

12) 난간은 마당에서 상방으로 들어가기 위한 준비공간으로서 외부공간

과 내부공간의 절충공간임

13) 김기덕, 기후특성과 관련된 제주도의 민가 경관, 한국지역지리학회,

2001, p.32

14) 빈지벽, 명사, 널빤지 벽, 한 짝씩 끼었다 떼었다 하게 만든 벽

15) 풍채는 일사량이 많고 바람과 강우량이 많은 제주에서 짧은 처마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는 가변적인 덧처마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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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현상을 견디기 위해 흙벽 대신 돌로 외벽을 만들었다.

셋째, 제주 민가는 굴뚝이 없으며 난방용 아궁이인 굴묵

속의 연료가 천천히 타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굴뚝시설을

만들지 않았다. 높은 굴뚝은 강한 바람에 대처하기 힘들고

낮은 굴뚝은 오히려 역풍을 받아 이롭지 않았기 때문이다.

3. 제주 전통민가 사례조사

3.1 사례조사 대상 전통민가 선정

제주 전통민가의 자연친화적 요소분석을 위한 대상선정

은 제주도의 문화재로 등록되어 민속자료로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고 있는 성읍민속마을내의 민가를 기준으로 조

사대상을 선정하였다.

Figure 1. Location Map of Traditional Houses in Seongeup

사례조사․분석대상 가옥은 조일훈(1), 고평오(2), 이영

숙(3), 한봉일(4) 및 고상은(5) 가옥 등 총 다섯 가구이다.

이 다섯 가구를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게 된 이유는 다음

과 같다. 제주지역에 현재까지 남아있는 전통 주거건축물

들이 대부분 변형되었거나 개조되었으며, 특히 지붕이나

창호 등은 많은 부분이 개조되고 유실되어 현재는 건축

당시의 옛 모습은 찾아볼 수 없고 평면배치만이 전통적

배치형태를 가지고 있다. 이에 반해 조사 대상인 다섯 가

구는 초가의 원형 및 건축 당시의 재료와 형태가 옛 그대

로 잘 간직되고 있어 본 연구주제인 자연친화적 요소와

특징을 고찰하는데 적합한 대상으로 판단되었다.

3.2 사례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12년 2월~3월(1차조사 상세조사)

2013년 11~12월(2차조사 보완조사)

∙ 조사대상 : 성읍민속마을내 5개 민가

∙ 조사내용 : 전통민가의 배치 및 건축물구성 요소 등

∙ 조사방법 : 제주도 문화재 관리담당을 통한 자료수집

및 대상민가 직접 방문하여 사진촬영, 육안조사 및 실

측조사

∙ 기타사항 : 조사대상 중 고상은가옥은 현재 살림집으로

사용 중인 가옥임

3.3 자연친화적 요소 도출 및 분석틀 설정

1) 자연친화적 요소 도출

조사내용은 제주전통주거건축의 자연친화적 요소를 조

사 항목으로 설정하였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배치구성요소 측면에서 지형, 일조, 통풍, 배수,

식재 등과 관련된 자연환경적 요소를 조사하였다. 둘째,

건축구성요소 측면에서 일사차단, 보온, 단열, 건물보호 및

방습 등 건축 환경적 요소를 조사하였다.

2) 연구 분석틀 설정

연구 분석틀은 자연친화적 요소 중 배치구성 및 건축구

성 등 대분류 2가지와 소분류 12가지의 요소로 분류하여

다음 <표 4>와 같은 분석틀을 설정하였다.

대분류 소분류 연관항목

배치구성

요소

건물배치 향 (向), 배치 지형, 일조 통풍, 배수,

식재외부공간 돌담, 마당

건축물

구성요소

지붕관련 지붕, 처마, 풍채
일사차단, 보온, 단열,

건물보호, 방습
외벽관련 외벽, 기단, 창호

기후조절 마루, 온돌

Table 4. Research Framework for Environmentally-friendly Elements

<표 4>의 대분류 2가지와 소분류 12가지 요소의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 번째 분석틀은 배치구성요소와 관련된 내용인 지형,

일조, 통풍, 배수, 식재 등 자연 환경적 측면에서 향(向),

배치, 돌담, 마당 등 4가지 요소로 분류하였다. 4가지 요소

중 좌향(坐向)은 풍수지리나 택리지, 음양오행 등 많은 자

료를 필요한 바 본 연구에서는 집이 앉혀진 방향(方向)에

한정하여 조사하였다.

두 번째 분석틀은 건축구성요소와 관련된 내용인 일사

차단, 보온, 단열, 건물보호 및 방습 등 건축 환경적 측면

에서 지붕, 처마, 풍채, 외벽, 기단, 마루, 개구부, 온돌 등

8가지로 요소로 분류하여 조사․분석하였다.

3.4 사례대상 제주 전통민가 현황조사

5개의 전통민가를 분석틀에 의해 조사한 종합적인 내용

은 다음 <표 5>, <표 6>과 같다.

4. 제주 전통민가 자연친화적 요소별 특징 분석

4.1 배치구성 요소

1) 향(向)과 배치

첫째, 민가의 향(向)을 고찰한 결과 남향 3곳(조일훈, 고

평오, 고상은), 남서향 1곳(한봉일) 그리고 서향 1곳(이영

숙)이다. 유일한 서향인 이영숙가옥은 19세기 초에 지어졌

는데 주변 건축물인 향교(1423년에 처음 세워졌으며 현

위치로 1849년에 이전됨)의 영향과 진입로인 올레의 영향

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자연지형과 지세에 조화를 이루기

위해 서향 배치를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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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조일훈 가옥 2. 고평오 가옥 3. 이영숙 가옥 4. 한봉일 가옥 5. 고상은 가옥

건립연도 1901년 1829년 19세기 말 19세기 중엽 1879년

대지위치 표선면 성읍리 872 표선면 성읍리 859번지 표선면 성읍리 799 표선면 성읍리 928 표선면 성읍리 862

대지/건축면적 1,074㎡/161.95㎡ 1,098㎡/155.35㎡ 764㎡/98.33㎡ 790㎡/132.22㎡ 241㎡/19.83㎡

배치

및

외부

공간

요소

향(向) 남향(서쪽으로 7˚ 기움) 남향 서향(남쪽으로 5˚ 기움) 남서향 남향

배 치

안거리, 밖거리, 목거리

및 대문간 등 ‘ㅁ’

자형으로 배치

안거리와 밖거리,

목거리 및 대문간의 ‘ㄷ’

자형으로 구성

안마당을 중심으로

안거리와 헛간채로 ‘二’

자형 배치

안마당을 중심으로

안거리, 밖거리, 대문간

등 ‘二’ 자형 배치

입구를 중심으로

안거리와 목거리가 ‘ㄱ’

자형으로 배치

돌담

돌담 높이: 1.5m 돌담 높이: 1.2m 돌담 높이: 1.7m 돌담 높이: 1.2m 돌담 높이: 1.4m

마당
가옥의 중앙 가옥의 중앙 가옥의 중앙 가옥의 중앙 가옥의 중앙

15.62m×10.52m

(164.32㎡)

마당면적비율(15.3%)

13.75m×9.83m

(135.16㎡)

마당면적비율(12.3%)

13.25m×10.23m

(135.55㎡)

마당면적비율(17.7%)

14.55m×8.95m

(130.22㎡)

마당면적비율(16.5%)

8.12m×8.33m

(67.63㎡)

마당면적비율(28.1%)

마당으로 자연배수와

숨골로 배수
마당을 통한 자연배수

마당 및 올레를 통한

자연배수
마당으로 자연배수

마당에서 올레로

배수(현재 시멘트포장임)

Table 5. Case Study-1 for the Analysis of Jeju Traditional Houses : Site plan & Exterior Space

둘째, 건축물의 배치형식은 규모가 큰 조일훈가옥은 안

마당을 중심으로 튼 ‘ㅁ’ 자형으로, 고평오가옥은 안마당을

중심으로 튼 'ㄷ‘ 자형으로 배치가 되어있다. 이영숙가옥

과 한봉일가옥은 마당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二‘자형으로,

고상은가옥은 튼 ’ㄱ‘자형으로 구성되어있다.

비록 ‘ㅁ’ 자형, 'ㄷ‘ 자형 등 배치유형은 다르지만 배치

형식에서 공통으로 적용된 터진구조 형식은 제주의 태풍

과 강풍 등 척박한 자연환경에 대처하기 위한 배치이며

여름철 시원한 바람을 마당과 가옥 내로 유도하고 가옥주

변에서 발생하는 미기후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배치

형식으로 분석된다.

2) 돌담

전체 대상가옥의 집을 둘러싼 돌담의 높이는 최저

1.2m(고평오, 한봉일), 최고 1.7m(이영숙)로 평균높이는

1.4m로서 시각적으로 시선을 차단하는 적절한 높이로 구

성되어 있다. 바람과 일사량이 많은 기후적 특성을 고려하

여 더운 여름에도 돌담의 틈을 통해 들어오는 강한 바람

의 세기를 완화시켜는 기능을 하고 있다. 현무암은 주변에

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자연재료이며 폐쇄적인 높이가 아

니어서 주변경관과 잘 어울리고 자연스럽게 조화를 이루

고 있었다.

3) 마당

조사대상인 5개 가옥이 마당을 중심으로 건축물을 배치

하였다. 이는 마당이 거주자의 모든 행위가 이루어지는 중

심공간으로 외부공간이면서 내부적인 성격을 띤 이중적

공간이기 때문이다.

조사대상 민가 중 3곳(고평오, 이영숙, 한봉일)은 평균

마당면적은 약 134㎡, 가로(13.8ｍ)×세로(9.7ｍ)의 길이를

나타내고 있으며 대지면적 중 마당면적 비율은 약 15.5%

이다. 또한 조일훈가옥은 5곳 중 가장 큰 마당(면적:164.32

㎡, 마당비율:15.3%)을 형성하고 있는데 이는 원래 객줏집

이었던 이 집의 특성상 소·말 등을 위한 시설과 동선이

필요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에 반해 고상은가옥은 가장 작

은 마당면적(67.63㎡)을 갖고 있지만 대지면적 중 마당면

적 비율은 28%로 조사대상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이는 각 민가의 대지면적의 크기는 차이가 날 수 있으

나 마당의 규모(전체면적, 가로×세로의 길이)는 민가의 마

당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정규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5개 가옥 모두가 주변지형에 최대한 순응한 자연

상태 그대로의 지세를 이용하여 마당을 형성하였으며 대

부분 북쪽과 북동쪽 후면의 울타리에 인공식재를 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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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 전면은 개방성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제주의 기후 특성상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한 우수

를 처리하기 위한 대지내의 배수처리 방식을 고찰해보면

다음과 같다.

조사대상 중 고상은가옥을 제외한 4개 가옥은 마당을

중심으로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대지의 배수기

능을 담당하는 마당은 용암의 분출로 생겨난 현무암과 송

이로 구성되어 있어 인공적으로 마당 주변에 배수로를 만

들거나 우수조절을 위한 연못을 만들지 않아도 투수성이

강한 다공질의 현무암과 송이로 인해 자연스럽게 마당의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하였다.

조일훈가옥과 한봉일가옥의 마당이 도로보다 낮아 대규

모 우천시 침수로 인한 피해의 우려가 있으나 이는 애초

민가를 건축을 할 때 주변 환경 및 지세 등 자연조건에

맞추기 위해 인공적인 석축이나 복토 등 별도의 인위적인

축조를 하지 않은 결과로 보인다. 또한 고상은가옥은 애초

에는 송이로 구성된 마당이었으나 현재는 시멘트모르타르

바닥 포장이 되어 있는 상태로 변경되었다.

4.2 건축물 구성 요소

1) 지붕관련 요소 : 지붕, 처마, 풍채

지붕관련 요소 중 첫째, 지붕은 조사대상인 5개 가옥

모두가 ‘ㅡ’자형 우진각 형태의 초가지붕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지붕의 재료는 새를 이용하였다. 폭우와 강풍에 대

처하기 위하여 새를 두툼하게 얹고 새끼를 꼬아서 격자모

양으로 짜서 횡목에 단단하고 견고하게 고정시켰다. 또한,

지붕의 경사 역시 강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타 지역

초가지붕 경사에 비해 완만하게 만들어졌다.

둘째, 처마는 건축물의 외부로 돌출되어 흙으로 된 벽

체를 비바람으로부터 보호하며 내부와 외부의 공간을 연

결시켜주는 기능을 가진 요소이다. 제주도처럼 비바람과

강풍이 많은 환경에서 특히 처마의 기능은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처마는 일사량을 조절해주고 시원한 그늘을

만들어 건물 내부의 온도 상승을 막아주는 기능을 한다.

처마높이는 조사대상인 5개 가옥 중 조일훈가옥과 이영

숙가옥, 고상은가옥은 2.3m이고 한봉일가옥은 2.2m로 거

의 유사한 높이로 조사되었다. 그러나 고평오가옥의 처마

높이는 3.0m로 다른 가구의 평균 처마높이인 2.3m보다 무

려 0.7m가량 높았다. 이는 기단의 높이(0.43m)와 마루의

높이(0.45m)가 다른 가옥에 비교하여 높게 형성되어 전체

적인 처마의 높이가 올라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실내

로 진입하기 위한 난간에서 처마까지의 높이는 다른 가옥

과 별 차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조사대상인 5개 가옥 모두 외벽에서부터 처마의

내민 끝 길이가 0.4m로 조사되다. 이처럼 처마 돌출길이

가 타 지역에 비해 짧은 처마의 형태는 제주인의 오랜 경

험에 통해 강한 바람에 순응하고 대처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발전된 것으로 분석된다.

이상과 같이 지붕 및 처마의 높이가 낮고 우진각형태를

취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바람에 접하는 지붕과 벽의 면적

을 최소화 하기위한 기법으로 판단된다. 또한 심미적으로

는 지붕의 형태를 주변 자연환경의 연장선으로 보아 오름

등의 곡선과 어울리도록 한 자연친화적 요소로 판단된다.

셋째, 가변적인 덧처마로 일사와 비바람을 막기 위한

풍채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나무와 새를 사용

하여 만들었다. 풍채는 대나무 골조에 새를 입혀 만든 시

설물로서 난간 위에 가변적으로 달려있다. 각 가옥의 풍채

너비는 조일훈가옥과 고평오가옥, 이영숙가옥이 1.1m이고

한봉일 가옥은 1.0m이다. 고상은 가옥에는 풍채를 제거하

고 대신에 알루미늄섀시 칸막이로 변경 설치되어 있었다.

2) 외벽관련 요소 : 외벽, 기단, 창호

외벽관련 요소 중 첫째, 초가의 벽은 대부분 흙벽으로

되어 있는데 외벽에 겹벽으로 돌을 쌓았다. 흙벽에 돌벽을

추가로 쌓아 이중벽이 되도록 한 것은 일사량이 많고 바

람과 강우량이 많은 제주에서 흙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였다. 아울러 짧은 처마를 보완하는 수단으로 사용되었다.

돌담조로 구성된 외벽은 외부의 흙벽을 보호하는 장치

로 현무암을 사용하여 자연석 막쌓기 방식으로 돌을 쌓았

다. 돌 벽의 높이는 조사대상 5개 가옥 중 4곳이 처마끝

선까지 돌로 쌓아 외벽을 보호하였고 조일훈가옥만이 처

마 높이(2.3m)에서 0.48m 내려온 1.82m 높이의 돌벽을 쌓

아 외벽을 보호하고 있다. 조일훈가옥의 경우는 지붕공사

를 마친 후 외벽의 돌담을 시공하여 처마 끝까지 올려 쌓

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평균 40㎝의 외벽두께는

여름철 일사량과 겨울철 외부의 온도변화에 의한 열전도

를 낮추는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 기단은 단차를 통해 내부공간과 외부공간(마당)

을 연결하고 영역을 분리하는 완충적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낙수의 튀어 오름을 방지하며 비바람으로 인해 빗물

유입 시 원활한 배수와 실내바닥의 습기를 방지하고 있다.

조사대상 중 고상은가옥을 제외한 4곳은 자연석인 현무

암을 재료로 하여 인공적인 가공을 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돌을 맞추어 기단을 형성하고 있다. 반면에 고상은가옥의

기단은 기존의 석재 기단을 걷어내고 그 자리에 시멘트를

사용하여 기단을 만들었다. 대상가옥에서 기단너비는 60㎝

(조일훈, 고평오, 고상은)와 50㎝(이영숙, 한봉일)로 유사하

였다. 기단높이는 15㎝(조일훈, 한봉일), 17㎝(이영숙)인 반

면 고평오가옥은 43㎝으로 다른 가옥의 기단보다 26㎝~28

㎝가 높았다. 이는 안거리 뒤의 우영이 마당보다 높은 경

사지여서 건축을 할 당시 집터의 전면을 자연스럽게 올려

수평을 맞춘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제주 창호의 특징은 이중문구조로써 외부는 여닫

이문으로 빈지문을 문틀보다 넓게 만들어 외부의 비바람

과 눈보라가 가옥 내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한 구조이다.

내부는 한지창호로서 반투명한 한지 창을 통해 외부와

소통이 되게 한 구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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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조일훈가옥 고평오가옥 이영숙가옥 한봉일가옥 고상은가옥

건축

구성

요소

지붕

우진각 지붕 우진각 지붕 우진각 지붕 우진각 지붕 우진각 지붕

처마

처마높이 2.3m

돌출 약 0.4m

처마높이 3.0m

돌출 약 0.4m

처마높이 2.3m

돌출 약 0.4m

처마높이 2.2m

돌출 약 0.4m

처마높이 2.3m

돌출 약 0.4m

풍채

폭: 1.1m 폭: 1.1m 폭: 1.1m 폭: 1.0m 설치 안됨

외벽

외벽 석재 높이 1.82m 처마까지 처마까지 처마까지 처마까지

기단

W:60㎝, H:15㎝ W:60㎝, H:43㎝ W::50㎝, H:17㎝ W:50㎝, H:15㎝ W:60㎝, H:30㎝

마루

상방, 고팡, 난간

난간 폭 : 1.1m

상방, 고팡, 난간

난간 폭 : 0.9m

상방, 고팡, 난간

난간 폭 : 0.9m

상방, 고팡, 난간

난간 폭 : 1.1m

상방, 고팡, 난간

난간 폭 : 0.9m

개구

부

외부: 빈지 문

내부: 한지창호지

문(2중 구조)

외부: 빈지 문

내부: 한지창호지

문(2중 구조)

상방: 빈지 문

큰구들: 한지창호지

문(홑 구조)

외부: 빈지 문

내부: 한지창호지

문(2중 구조)

건립시에는 2중구조

현재 섀시 문 구조

온돌

큰구들, 작은구들 큰구들, 작은구들 큰구들, 작은구들 큰구들, 작은구들 큰구들, 작은구들

Table 6. Case Study-2 for the Analysis of Jeju Traditional Houses: Building Compon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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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대상 가옥 중 이영숙가옥을 제외한 4개 가옥은 큰

구들과 상방 모두 이중문구조로 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영

숙가옥과 한봉일가옥은 상방의 외부 덧문을 빈지문으로

하지 않고 한지 문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이 두 가옥의 배

치가 남향인 아닌 서향, 서남향인 관계로 일조량을 고려한

조치로 판단된다. 이처럼 개구부로서 제주의 창호는 빛과

공기와 풍경을 실내로 끌어들이는 자연친화적 요소 중 하

나이다.

3) 기후조절 요소 : 마루 및 온돌

온돌구조가 추운 겨울날 난방을 위한 폐쇄적인 공간이

라면 마루구조는 여름을 나기 위한 개방적인 공간이다. 마

루구조는 목재널을 깔아 만들고 지면으로부터 일정높이로

이격되어 있고 그 밑으로는 시원한 공기가 대류현상에 의

해 통풍이 가능하여 여름을 시원하게 지낼 수 있는 남방

적 건축요소이다.

조사대상 5개 가옥 모두 마루구조는 상방, 고팡 그리고,

난간에 적용되어 있다. 이 중 외부공간과의 전이공간인 난

간은 천연 목재를 판재형태로 가공하여 목재 널을 깔은

자연친화적인 공간이다. 또한 유해동물이나 곤충으로부터

내부의 거주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난간은 폭 0.9m(고평오, 이영숙, 고상은), 1.1m(조일훈,

한봉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단에서 난간까지의 높이는

25㎝(한봉일), 30㎝(고상은), 45㎝(조일훈, 고평오), 47㎝(이

영숙) 등으로 이격되어 있었다. 고상은가옥의 경우 상방은

옛 그대로 목재 마루구조이나 난간은 시멘트로 교체 시공

되어 있었다. 이는 외부의 풍채를 알루미늄 섀시로 교체할

때에 겨울철 마루 밑의 찬 공기가 실내로 들어오는 것과

해충을 차단하기 위하여 난간바닥을 밀폐 시킨 것으로 판

단된다.

온돌구조는 추운 겨울을 보내기 위한 필수적인 요소이

며 난방용 연료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새와 잡목

으로 평민계층에서 이용할 수 있는 좋은 난방구조이다. 특

히 제주민가는 정지라는 사계절 취사를 위한 공간과 난방

을 위한 굴묵 공간이 분리되어 있다. 이는 계절과 실내의

온도 차에 따라 적절히 운용할 수 있는 가변적인 제주만

의 독특한 난방시스템이다. 온돌은 조사대상 5개 가옥 중

4곳은 큰구들과 작은구들에 온돌구조가 적용되어 있다. 하

지만 고상은가옥의 온돌은 큰구들과 작은구들에 설치되어

있으며 1970년대 이후 과거의 정지 자리를 방으로 개조하

여 현대식 보일러를 설치하여 난방하고 있었다.

이처럼 현재 살림집으로 사용되고 있는 고상은가옥의

경우는 안거리는 고상은씨가 거주하고 있으며, 밖거리는

아들이 직접 거주하고 있는 현재진형형의 전통가옥이다.

고상은가옥은 배치, 마당, 돌담, 외벽, 지붕 등 외부공간

요소와 건축구법에 관한 요소 등 외형은 거의 변형이 없

는 전통민가이다. 하지만 앞서 세부적인 고찰을 통해 기술

했듯이 풍채, 창호, 기단, 난간, 온돌 등 일사, 비바람, 통

풍, 단열, 난방 등에 관련된 기후조절 요소를 중심으로 현

대 주거 생활에 적합하도록 일부시설을 개선하여 사용하

고 있었다.

이에 제주전통주거건축의 자연친화적 요소 중 특히 기

후조절 관련 요소에 대해서는 현대 주거생활에 적합하도

록 자연친화적 개념을 도입한 시설 및 기술개발의 필요성

을 알 수 있었다.

4.3 소 결

이상과 같은 제주 전통민가의 배치평면 구성요소와 건

축물 구성요소의 특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1) 배치평면 구성요소의 특성

향(向)을 고찰한 결과 남향 3곳, 남서향, 서향이 각각

1곳으로 조사 되었다. 가옥의 배치는 튼‘ㅁ’ 자형, 튼‘ㄷ’

자형, ‘二’자형, 튼 ‘ㄱ’자형 등 터진 배치형식으로 제주의

강한 바람으로부터 가옥을 보호하고 있다.

집을 둘러싼 돌담의 평균높이는 1.4m로서 시선을 차단

하는 적절한 높이로 구성되어 있다. 바람과 일사량이 많은

특성을 고려하여 더운 여름에도 돌담의 틈을 통해 들어오

는 강한 바람의 세기를 완화시켜주는 기능을 하고 있다.

건물배치는 마당을 중심에 두고 마당을 향하여 출입구

를 두었다. 마당은 각 민가의 대지면적의 크기는 차이가

날 수 있으나 마당의 규모(전체면적, 가로×세로의 길이)는

민가의 마당기능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적정규모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을 고찰하였다.

또한 제주의 기후 특성상 장마, 태풍 등으로 인한 배수

처리 방식을 고찰해보면 조사대상 중 고상은가옥을 제외

한 4가옥은 마당을 중심으로 배수가 이루어지고 있다. 마

당은 투수성이 강한 다공질의 송이로 되어 있어 인공적으

로 마당 주변에 배수로를 만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마당

의 배수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다.

2) 건축물 구성요소의 특성

지붕관련 요소 중 지붕은 조사대상인 5가구 모두가 ‘ㅡ’

자형 우진각 형태의 초가지붕의 형태를 하고 있으며 폭우

와 강풍에 대처하기 위하여 새를 격자모양으로 짜고, 지붕

의 경사 역시 강풍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타 지역 초가

지붕 경사에 비해 완만하게 만들어졌다.

처마높이는 조사대상인 5개 가옥 중 4곳이 2.3m 내외로

조사되었다. 또한 다섯가옥 모두 처마길이가 0.4m로 조사

되었으며 타지역 처마길이에 비해 짧다. 이는 제주의 바람

에 대처하기에 가장 적합한 형태로 분석된다. 이처럼 우진

각 형태의 지붕과 짧고 낮은 처마 등은 기능적으로 바람

을 맞는 지붕과 벽의 면적을 최소화 하기위한 기법으로

판단되며, 심미적으로는 지붕의 형태가 오름 등의 주변 자

연과 조화로운 형태미를 갖고 있다.

풍채는 주변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대나무와 새를 사

용하였다. 풍채는 대나무 골조에 새를 입혀 만든 시설물로

서 난간 위에 가변적으로 달려 있다. 각 가옥의 풍채 폭은

평균 1.0~1.1m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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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1. 조일훈 가옥 2. 고평오 가옥 3. 이영숙 가옥 4. 한봉일 가옥 5. 고상은 가옥

자

연

환

경

요

소

지형

∙주변지형에 순응한 자

연 상태의 지세를 이용

한 배치

∙주변지형에 순응한 자

연 상태의 지세를 이용

한 배치

∙주변지형에 순응한 자

연 상태의 지세를 이용

한 배치

∙주변지형에 순응한 자

연 상태의 지세를 이용

한 배치

∙주변지형에 순응한 자

연 상태의 지세를 이용

한 배치

일조
∙남향배치로 일조량 풍

부

∙남향배치로 일조량 풍

부

∙서향배치로 일조 다소

불리

∙남서향배치로 일조량

양호

∙남향배치로 일조량 풍

부

통풍

∙북쪽의 인공식재와 남

쪽 전면 개방으로 인한

통풍 조절

∙돌담(H:1.5ｍ)틈을 통

한 바람세기 조절

∙건축물을 별동으로 배

치하여 겨울철 찬바람

제어하고 여름철 시원한

바람 유도

∙돌담(H:1.2ｍ)틈을 통

한 바람세기 조절

∙인접한 정의향교의 높

은 돌담(H:1.7ｍ)으로 인

해 바람을 막아줌

∙돌담(H:1.3ｍ)틈을 통

해 바람세기 조절

∙남서쪽 성벽(H:3.2ｍ)

과 남쪽 올레방면 개방

으로 겨울 찬바람 막고

여름 시원한 바람 유도

∙돌담(H:1.2ｍ)틈을 통

한 바람세기 조절

∙남쪽전면 개방과 서쪽

에 모거리로 인해 겨울

찬바람 제어하고 여름철

시원한 바람 유도

∙돌담(H:1.4ｍ)틈을 통

한 바람세기 조절

배수

∙마당에 흡수성이 좋은

송이를 깔아 배수

∙숨골로 추정되는 우수

배수시설 추가설치됨

∙마당에 흡수성이 좋은

송이를 깔아 배수

∙마당에 흡수성이 좋은

송이를 깔아 배수

∙우수가 자연스럽게 올

레쪽으로 향하게 함

∙마당에 흡수성이 좋은

송이를 깔아 배수

∙남쪽의 성벽 밑으로

자연배수

∙현재는 시멘트몰탈 포

장임

∙마당을 통해 올레쪽으

로 배수

인공

식재

∙북쪽 및 북동쪽 후면

의 인공식재 조성

∙북쪽과 서쪽의 방풍림

조성

∙동쪽 후면 인공식재

조성

∙북쪽 및 북동쪽 후면

의 인공식재 조성
∙인공식재 공간 없음

건

축

환

경

요

소

일사

차단

∙돌담으로 일사조절

∙풍채(W:1.0ｍ) 설치

∙돌담으로 일사조절

∙풍채(W:1.0ｍ) 설치

∙돌담으로 일사조절

∙풍채(W:1.1ｍ) 설치

∙돌담으로 일사조절

∙풍채(W:1.07ｍ) 설치

∙돌담으로 일사조절

∙현재 새시 설치됨

보온

∙큰구들과 작은구들에

온돌 적용

∙큰구들에 빈지문과 한

지문의 이중문 설치

∙큰구들에 온돌 적용

∙큰구들에 빈지문과 한

지문의 이중문 설치

∙큰구들과 작은구들에

온돌 적용

∙큰구들에 한지문 홑곁

설치

∙큰구들과 작은구들에

온돌 적용

∙큰구들에 빈지문과 한

지문의 이중문 설치

∙큰구들과 작은구들에

온돌 적용

∙현대식 창호이며, 큰구

들에 이중문틀 남음

단열

∙흙을 사용한 바닥과

벽체 구성

∙마루 및 상방바닥, 벽

체하부 등에 열전도율이

낮은 목재 사용

∙흙을 사용한 바닥과

벽체 구성

∙마루 및 상방바닥, 벽

체하부 등에 열전도율이

낮은 목재 사용

∙흙을 사용한 바닥과

벽체 구성

∙마루 및 상방바닥, 벽

체하부 등에 열전도율이

낮은 목재 사용

∙흙을 사용한 바닥과

벽체 구성

∙마루 및 상방바닥, 벽

체하부 등에 열전도율이

낮은 목재 사용

∙흙을 사용한 바닥과

벽체 구성

∙마루 및 상방바닥, 벽

체하부 등에 열전도율이

낮은 목재 사용

건물

보호

∙그물모양지붕-강풍으

로부터 지붕보호

∙완만한 지붕경사, 낮고

(2.3ｍ) 짧은(0.4ｍ) 처마

∙현무암막쌓기로 외벽

구성(H:1.8ｍ)-비바람으

로부터 흙벽보호

∙그물모양지붕-강풍으

로부터 지붕보호

∙완만한 지붕경사 구성,

짧은(0.4ｍ) 처마

∙현무암 막쌓기로 외벽

구성(H:처마끝선)-비바

람으로부터 흙벽 보호

∙그물모양지붕-강풍으

로부터 지붕보호

∙완만한 지붕경사, 낮고

(2.3ｍ) 짧은(0.4ｍ) 처마

∙현무암 막쌓기로 외벽

구성(H:처마끝선)-비바

람으로부터 흙벽 보호

∙그물모양지붕-강풍으

로부터 지붕보호

∙완만한 지붕경사, 낮고

(2.2ｍ) 짧은(0.4ｍ) 처마

∙현무암 막쌓기로 외벽

구성(H:처마끝선)-비바

람으로부터 흙벽 보호

∙그물모양지붕-강풍으

로부터 지붕보호

∙완만한 지붕경사, 낮고

(2.3ｍ) 짧은(0.4ｍ) 처마

∙현무암 막쌓기로 외벽

구성(H:처마끝선)-비바

람으로부터 흙벽 보호

방습
∙기단(W:0.6ｍ, H:0.15ｍ)

∙난간 설치(W:1.12ｍ)

∙기단(W:0.6ｍ, H:0.43ｍ)

∙난간 설치(W:0.92ｍ)

∙기단(W:0.5ｍ, H:0.17ｍ)

∙난간 설치(W:0.92ｍ)

∙기단(W:0.52ｍ, H:0.15ｍ)

∙난간 설치(W:0.92ｍ)

∙시멘트기단(W:0.6ｍ, H:0.2ｍ)

∙시멘트난간(W:0.9ｍ)

표 7. Case Study-3 for the Analysis of Jeju Traditional Houses : Environmentally-friendly elements

돌담조로 구성된 외벽은 흙벽을 보호하는 장치로 현무

암을 사용하여 막쌓기 방식으로 석축을 하였는데 돌 벽의

높이는 조사대상 5개 가옥 중 4곳이 처마끝 선까지 돌로

쌓아 외벽을 보호하고 있었다.

창호의 특징은 이중문구조로써 조사대상 가옥 중 4개

가옥이 큰구들과 상방 모두 이중문구조(외부-빈지문, 내부

-한지문)로 되어 있다. 그리고 이영숙가옥과 한봉일가옥은

상방의 외부 덧문을 빈지문 대신 한지문으로 되어있는데

이는 두 가구가 남향인 아닌 관계로 일조량을 고려한 조

치로 판단된다.

조사대상 5개 가옥 모두 마루구조는 상방, 고팡 그리고,

난간에 적용되어 있다. 난간은 폭 0.9m~ 1.1m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단에서 난간까지의 높이는 25㎝~47㎝ 이격되어

있었다.

온돌은 조사대상 5개 가옥 중 4개 가옥은 큰구들과 작

은구들에 온돌구조가 적용되어 있다. 특히 제주민가는 정

지라는 사계절 취사를 위한 공간과 난방을 위한 굴묵 공

간이 분리되어 있다. 이는 계절과 실내의 온도 차에 따라

적절히 운용할 수 있는 가변적인 제주만의 독특한 난방구

조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과 같은 배치구성요소와 건축물구성요소에 대해 조

사․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표 4>의 환경요소와의 연관

항목별로 종합․정리해보면 <표 7>과 같다.

5. 결 론

본 연구는 제주 전통주거건축의 자연친화적 요소에 대

한 분석을 통하여 자연환경과 상생(相生)하는 선조의 지혜

를 고찰하였다. 이에 제주 전통주거건축의 자연친화적 특

성을 종합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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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배치구성요소 4개 항목(향, 배치, 돌담, 마당)과

연관된 자연환경적 측면의 지형, 일조, 통풍, 배수 및 인공

식재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주변지형에 최대한 순응하는 자연 상태의 지세를 이용

한 건물배치와 풍부한 일조량 확보를 위해 남향배치가 주

를 이루고 있다. 그리고 성별로 주거공간을 분리하는 타

지역과는 달리 안거리와 밖거리를 부모와 자녀가 생활하

며 세대별로 주거공간을 분리하는 제주만의 독특한 생활

방식에 의한 주거 배치양식을 갖고 있다.

자연스러운 통풍을 위해 식재를 조성하고 올레방향으로

는 전면을 개방하여 겨울철의 찬바람은 막고 여름철의 시

원한 바람은 유도하고 있으며 돌담(울타리)의 틈을 통해

제주의 강한 바람의 세기를 조절하고 있다. 배수처리는 마

당에 흡수성이 좋은 송이를 깔아 자연배수가 되도록 하였

고 올레방향으로 경사를 두어 강우량이 많은 제주의 기후

적 특성에 대처하였다.

또한 민가의 북쪽 또는 북동쪽 울타리에 인공식재를 조

성하여 제주의 바람을 제어하고 있다.

둘째, 건축구성요소 8개 항목(지붕, 처마, 풍채, 외벽, 기

단, 마루, 개구부, 온돌)과 연관된 건축환경적 측면의 일사

차단, 보온, 단열, 건물보호 및 방습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제주의 강한 일사를 차단하기 위해 외부는 돌담을 쌓았

으며 내부는 덧처마의 기능을 가진 풍채를 설치하였다. 보

온(난방)을 위해 구들에 온돌 적용하였고 특히 정지라는

사계절 취사를 위한 공간과 난방을 위한 굴묵 공간이 분

리된 제주만의 독특한 난방구조를 사용하였다.

이와 함께 단열을 위해 구들에 빈지문과 한지문의 이중

문 설치하고 흙을 사용하여 바닥과 벽체를 구성하였으며

열전도율이 낮은 목재를 벽체하부 등에 사용하였다.

또한 지붕은 새로 엮은 경사가 완만한 그물모양의 우진

각지붕을 만들었으며 처마는 낮고 짧게 만들었다. 이는 기

능적으로 바람에 접하는 지붕과 벽의 면적을 최소화 하여

강한 바람에 대처하고, 심미적으로는 지붕의 형태를 주변

자연환경의 연장선으로 보아 오름 등의 곡선과 어울리도

록 한 자연친화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그리고 외벽을 처

마선까지 현무암으로 쌓아 비바람으로부터 흙으로 축조된

벽을 보호하였다.

이상과 같이 제주의 독특한 주거생활방식 등 문화적 특

성과 지형, 일사, 비, 바람 등 지형적․기후적 특성에 순응

하고 대처하기 위해 제주 전통주거건축의 배치구성요소와

건축구성요소에 적용된 자연친화적인 특성을 고찰하였다.

또한 본 연구의 조사대상 가옥 중 현재 살림집으로 사

용되고 있는 고상은가옥은 배치, 돌담, 외벽, 지붕 등 외형

은 거의 변형이 없는 전통초가이다. 하지만 풍채, 창호, 난

간, 온돌 등 일사, 통풍, 난방 등의 기후조절요소와 관련된

시설은 현대 주거생활에 적합하도록 일부시설을 개선하여

사용하고 있다. 이는 기후조절요소에 대해 자연친화적 개

념을 도입한 기술개발이 요구되는 사례로 분석되었다.

이에 본 연구 결과로 도출된 제주전통주거건축의 자연

친화적 건축요소의 특성을 토대로 현대주거건축 계획시

적용 가능한 기술개발을 통해 제주의 지역적 정체성을 간

직한 주거건축문화를 구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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