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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to suggest architectural types and identify design characteristics of traditional style public buildings of

reinforced concrete structure. Because the types of such buildings are very diverse, proper classification criteria is

essential for future design and evaluation. The demand for such buildings is increasing, however the quality of

design is not quite satisfying, therefore it seems important to identify the present design condition, and being able

to suggest desirable direction for better design. The research analyzed 44 examples of public buildings in

Southern Jeolla Province, where there are large number of traditional style public buildings than anywhere else

in korea. and tried to analyzed the Siteplan and Elevation, Elements and evaluated overall design level of the

buildings. The study could be able to roughly identify the problems of existing design as well as the future

possibility of design which could be improve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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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1.1. 연구의 배경과 목적

최근 한옥활성화는 주거건축과 더불어 일반 건축물과

공공건축물에서도 최근 급격히 수가 늘어나고 있다. 한

옥형으로 지어지는 공공건축물은 전통목조 건축을 그대

로 재현하는 경우와 부분적으로 현대적으로 변형시킨 경

우, R.C조를 활용하여 재현한 경우로 나눌 수 있다.

R.C조 한옥형 공공건축물은 전통목구조 한옥의 높은 공

사비와 시공성,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

통건축의 디자인을 모방, 응용하거나 추상화한 공공건축

물이다. 목재와 달리 디자인과 시공성의 한계를 갖지만

앞으로도 이러한 유형의 건축물은 계속해서 지어 질 수

밖에 없는 수요를 갖고 있다. 현재도 다양한 규모와 디

자인으로 건축시도가 활발히 일어나고 있다. 하지만 R.C

조 한옥형 공공건축물은 전통건축의 이미지를 계승한다


 * 이 논문은 한국실내디자인학회 2013 추계학술발표대회, 한국주거학

회 2013 추계학술발표대회 논문을 수정. 보완한 연구임.

는 장점과 함께 목조 건축의 모양을 콘크리트로 답습하

려는 한계를 동시에 보여준다.

디자인 평가와 더불어 지침과 방향제시가 없어 지금까

지 다양한 수준의 건축물이 공존해 온 것이 사실이다.1)

그래서 본 연구는 현재까지 지어진 R.C조 한옥형 공공

건축물을 디자인 측면에서 분석하여 장점과 단점을 확인

하여 보완해야 할 측면과 권고할 수 있는 측면을 찾아내

서 앞으로의 디자인 지침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1.2. 연구 범위와 방법

연구의 범위는 전라남도에 위치한 한옥형 공공건축물을

건축범위로 하였다. 대상 사례는 전국적으로 많으나 전라남

도는 다른 지역과 비교할 때 월등히 사례 수가 많아서 차

별성이 있었다.2) 특히 관주도로 한옥활성화 정책을 시행하

1) ‘콘크리트조 한옥에 대한 평이 누가 언제 어떤 목적으로 짓느냐에

따라 달라진다고 했지만, 사실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 콘크리트 한

옥에 대해 적어도 건축계에서는 제대로 평가가 이루어진 적이 거

의 없다.’ 안창모, 철근콘크리트조 한옥의 사회사적 가치와 건축적

가치재고, 建築 53, 2009.9, pp.37-40

2) 국가한옥센터의 한옥분포 지도 중 파악된 공공건축물 현황에 따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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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주거건축뿐만 아니라 공공건축물도 영향을 미쳐 많은

한옥형 건축물이 준공되었으며 설계나 시공 중에 있다.3)

건축 관련 정보 수집은 전라남도 및 시. 군. 지자체, 산

하기관 등을 중심으로 건축물 자료를 수집하고, 대부분

대상건축물을 현지 답사하여 조사하였다.

연구의 방법은 디자인 분석을 위해 대상사례의 유형분

류, 디자인 특성 분석과 디자인 평가를 실시하였다.

첫째, 연구대상 사례의 선정기준을 밝히고 건축물 현

황을 제시한다. 둘째, 연구대상 사례를 전통건축의 변

형및 응용정도에 따라 유형을 분류한다. 셋째, 디자인

특성 분석을 위해 배치, 입면, 요소로 분석의 틀을 설

정하고 유형별, 사례별로 그 특성을 파악하고, 평가를

실시하여 전체 수준도 파악한다. 넷째, 디자인 현황과

특성을 종합하고,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 특성과

우수 건축물을 선정하였다. 다음 디자인 특성 요소별로

추후 활용 가능한 디자인 지침과 방향을 제시하였다.

유형을 분류하고 종합하는 것, 평가자체가 주관적이라

는 것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실시한 디자인 평가는 연

구의 목적과 결과를 위한 본 연구의 제한점이었다.

2. 연구대상 건축물의 선정과 현황

2.1. 연구대상 선정기준

사례조사 대상의 연도는 1978년부터 2013년 8월까지를

대상으로 44개 건축물을 선정하였다. 1978년부터로 한정

한 이유는 그 전의 사례가 찾아지지 않아 제외하였다.

대상 사례는 기본적으로 준공이 완료된 건축물을 대상으

로 하였다. 또한 공공건축물의 범위는 공공부분이 발주

하는 시설로서 정부나 지자체의 예산으로 건축되며, 일

반 시민이 개방적으로 이용하는 시설로 한정하였다. 따

라서 본 논문에서는 ‘R.C조 한옥형 공공건축물’을 한옥

고유의 의장적 특징을 갖춘 건축으로서 건물 전체 구조

를 R.C조로 하되 전통지붕에 기와를 설치한 형태로 건

물전체를 덮거나, 일부 지붕을 설치하면서도 전통지붕을

추상화한 건축물까지 대상으로 하였다. 그 의장적 범위

는 최소 시각적으로 지붕의 형태와 재료를 전통적 요소

를 차용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지붕만으로 한옥

형을 판정하는 것도 모호할 수도 있지만 기획과 의도가

한옥형으로 하려 했던 배경의 여부가 분명히 드러나는

건축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러나 한옥형 공공건축물중

일반적으로 시공이 어려운 문화재급 전통 건축물을 보수

했거나, 공공에서 지원받더라도 운영과 소유가 민간주도

인 사찰 등의 건축물은 공공성은 있지만 일반인보다 주

면 전라남도가 20개소, 서울. 경기지역 15개소, 전북 8개소 등으로

기타 지역에 비해 많다. http://www.hanokdb.kr/main/portal/ 참조

3) 전라남도는 일정 규모와 용도의 공공건축물을 대상으로 공공디자인

위원회 심의및 자문을 받도록 되어있다. 이때 전라남도의 정책방향

인 한옥형 건축을 적극 추천하여 많은 건축물이 지어지고 있다.

로 특정인에게 이용되고 있음을 고려하여 제외하였다.

연구 대상범위는 건물 중 200㎡미만의 건물은 게이트, 정자,

화장실, 안내소 등의 규모가 작아 연구대상이 될 만한 가치가 적

었고, 연구정보가 없는 경우 많아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또 건축

물의 디자인 수준에 상관없이 전체를 사례 대상에 포함하였다.

2.2. 연구대상 건축물 현황

본 연구의 사례 44개소는 <표 1>와 같이 전남지역 22개

시.군과 광주광역시를 포함하여 거의 모든 시군에 골고루

분포되어 있다. 건축 연도는 2000년 이후 2013년까지 지어

진 건물이 28개소로서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1990년대

12개소, 1990년 미만은 6개소로 나타났다. 건축물 용도는 전

체 44개소 중 문화 및 집회시설 16개소, 운동시설 7개소, 교

육연구시설 6개소, 근린생활시설 및 공공업무시설, 운수시

설이 각각 4개소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전체 사례의 층수

는 지상 1-2층 규모가 80%정도로 대다수로 나타났고, 연면

적은 소규모부터 대규모까지 다양한 규모로 나타났다.4)

구분 준공년도 연면적 (㎡) 층수 용도 규모/ 사례수
광주박물관 1978 14,208 B4,2F E 대 01
가사문학관 2000 505 2F E 소 01
서편제전수관 1998 515 1F E 소 02
광주송무정 2001 503 2F S 소 03
옥과미술관 1994 1,442 B1,2F E 중 01
구례관광안내 2004 693 1F N 중 02
구례터미널 2012 768 1F T 중 03
도로사업소 2011 3,013 2F O 중 02
초의선사명선헌 2003 221 1F E 소 04
나주목문화관 2000 505 1F E 소 05
여수본청사 1990 10,456 B1,3F O 대 02
여수교통센터 2008 2,993 B1,3F O 중 04
구례구역 1985 579 1F T 소 08
다산전시관 1998 431 1F E 소 09
장흥흥덕정 2009 595 1F S 소 10
곡성전통시장 2009 4,200 1F K 대 03
장성도서관 2011 3,452 B1,3F R 대 04
강진환경센터 2013 8,000 B1,2F R 대 05
병영면사무소 2007 901 2F N 중 05
여수군자정 1995 330 1F S 소 11
남농기념관 1986 832 B1,2F E 중 06
도암면사무소 1995 1,045 2F N 중 07
여수보건소 2013 4,095 B1,3F O 대 06
돌산읍사무소 2008 1,042 2F N 중 08
구례전수회관 1994 252 2F E 소 12
구례복지관 2007 4,026 2F E 대 07
도기박물관 2008 3,385 3F E 대 08
광양유림정 1996 300 1F S 소 13
도립도서관 2011 12,078 B1,4F R 대 09
여수2청사 1995 5,904 B1,2F O 대 10
목포문화회관 1997 12,772 2F E 대 11
곡성역 1998 951 3F T 중 09

민속박물관 1987 7,278 B1,2F E 대 12
하미술관 2012 1,514 B1,2F E 중 10
과학교류센터 2013 13,332 B1,2F R 대 12
현암도서관 1985 3,534 3F R 대 13
여수노인시설 2006 1,814 2F H 중 11
서광주역 2000 - 3F T 중 12
영암정보센터 2006 2,473 3F R 중 13
백민미술관 1994 1,073 2F E 중 14
완도청해정 2010 270 1F S 소 14
고흥봉황정 2002 402 1F S 소 15
해남만수정 2009 330 1F S 소 16
압화미술관 2008 960 2F E 중 15

<표 1> 연구대상 건축물

4) 건축물 용도는 근린생활시설 : N, 관람집회시설 : E, 교육연구시설 :

R, 공공업무시설 : R, 운수시설 : T, 판매시설 : K, 운동시설 : S 로

명기하였다. 건축물 규모는 ‘연면적 200㎡-660㎡까지는 소, 661㎡

-3,300㎡은 중, 3,300㎡이상은 대’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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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디자인 분석 방법

3.1. 유형 분류

R.C조 한옥형 공공건축물은 전통한옥의 형식이 변형

및 응용되는 정도와 방법에 따라 규모, 외관, 기능 등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연구 분석의 접근이 쉽지 않다.

연구 분석을 위해서는 유형을 나누어서 접근을 해야 용

이하고, 유형별로 건축적 현황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

는가를 분석하는 것이 필요해진다. 따라서 공공건축물의

다양성을 반영할 수 있는 객관적인 유형분류 기준과 체

계를 만들어서 접근하는 것이 필요해진다. 본 연구에서

는 R.C조 한옥만을 대상으로 검토한 결과 사례수가 많

고 입면의 변형정도에 따라 세부적인 분류가 불가피하였

다.5) 분류기준은 다른 무엇보다 전통적 양식에 대한 유

사성과 차별성의 정도에 기인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보

았을 때 전체 사례를 대상으로 <표 2>와 같이 총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명확한 경계가 드러나지는 않지만

구분자체는 가능하고 필요한 사항이다. 이 구분은 ‘전체

적인 모습이 전통적인 외관에 얼마나 충실하느냐’ 와 비

례하는 방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고 보았다.

구분/ 사례수 분류기준 대표 건축물

전통재현형

(가-16개)

전통적 디자인의

충실한 재현
광주박물관

부분변형형

(나-12개)

전통 디자인에 일부

현대적 요소 도입
장성도서관

추상응용형

(다-16개)

현대적 디자인에

전통개념 반영
도립도서관

<표 2> 유형분류

먼저 세가지 유형은 ‘전통재현형’, ‘부분 변형형’과 ‘추

상응용형’으로 나누었다. ‘전통재현형’은 전통적인 목구조

양식에 가장 가까이 가려는 의도가 전제된 사례에 해당

된다. ‘부분변형형’은 전통양식에 대한 관련성을 유지하

되 부분적으로 변형시키려는 의도가 드러나는 경우를 말

한다. 그 변형부위는 다양하므로 일관되게 규정할 수는

없었다. ‘추상응용형’은 전통적 이미지가 추상화되어서

표현된 사례를 말하며 그 추상화의 정도와 방식이 전통

양식이라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 해당된다. 전통적

외관으로 볼 수 없던 현대적 입면과 전통적 지붕이 융합

된 사례와 전통적 요소를 추상적으로 응용하여 현대적

5) 선행 연구로서 R.C조 한옥을 ‘응용한옥’으로 분류하여 ‘주로 콘크

리트재료로서 전통건축의 요소를 차용하여 건물디자인에 반영한

건축물’로 연구한 사례가 있었다. 조성호. 김성우, 한옥형 공공건축

물의 유형과 건축특성, 대한건축학회논문집 계획계, v.30 n.1,

2014.1, pp.81-90

표현을 강화시킨 사례가 포함되었다. 이렇게 유형을 나

누었을 때 ‘전통재현형’와 ‘부분변형형’ 유형이 ‘추상응용

형’보다 더 전통적 표현에 가까우며 ‘추상응용형’은 현대

건축적 응용이 강화된 경우다. 각 유형에 해당되는 사례

수로 볼 때 ‘전통재현형’ 16개소, ‘부분변형형’ 12개소, ‘추

상응용형’ 16개소로 ‘부분변형형’이 가장 적었다. 또 각

유형별로 분류기준과 시각적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대표

건축물을 표현하였다.

건축 규모는 표3의 연구대상 건축물을 ‘연면적 330㎡

-660㎡까지는 소, 661㎡-3300㎡은 중, 3300㎡이상은 대’ 로

표현하고 분류한 결과 소, 중, 대의 사례는 각각 16, 15, 13

개소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전통재현형’의 소, 중 대는 10,

3, 3 개소로 소형위주임을 알 수 있었고, ‘부분변형형’은 3,

4, 5개소와 ‘추상응용형’ 은 3, 7, 6개소로 ‘추상응용형’으로

갈수록 점차 규모가 큰 사례가 많음을 알 수 있었다.

전체 사례를 대상으로 한 유형분류는 <표 4, 5, 6>에

표현하였으며, 대상사례를 논의의 편의성을 위해 ‘전통재

현형’은 ‘가’, ‘부분변형형’은 ‘나’, ‘추상응용형’ 은 ‘다’로

표현하여 유형과 건축물 번호를 병기하였다.

3.2. 디자인 특성 분석의 틀

디자인 특성은 배치와 입면, 부분요소의 세가지 항목

으로 분석하였다. 유형 분류한 건축물들의 디자인 특성

들을 유형별로 대입했을 때 어떤 특성이 나타나는 가를

분석하여 유형별 건축물에 대한 성격을 분명히 하고,

비교 검증하려 할 것이다. 각 항목에 세가지 분석내용을

만들어 <표 3>과 같이 분석틀을 만들었다.6)

구분 항목 내용

배치
전체적

균형과 비례
경관 , 매스, 외부공간

입면
지붕과 벽면의

구성
지붕및 하부구조, 벽면 구성, 재료와 색채

부분요소
디테일과

세부표현
출입구, 강조 요소, 디테일

<표 3> 디자인 특성 분석의 틀

(1) 배치

배치 디자인은 경관과 매스계획, 외부공간의 세부내용으

로 나누었다. 경관계획은 주변과 조화로운 규모계획, 자연지

형의 적극적 활용을 살펴본다. 매스계획은 매스 형태와 조

합, 분절방법, 지붕형태를 동시에 나타내어 유형을 파악한다.

외부공간은 건물 배치와 출입구, 마당의 관계와 전통담장,

전통조경, 수공간, 바닥재 등을 조성했는지 살펴본다.

6) 전통건축의 디자인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선행연구 방법이 있으나

본 논문에서는 시각적 이미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였다.

‘김정규외 1인, 한옥에 활용된 외관구성요소들에 대한 시지각적 인

식수준 평가’, 2012.12‘에서 한옥의 시지각 이미지 구성요소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옥이미지 인식 강도는 지붕, 기와, 벽체, 창문, 출

입방식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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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면

입면은 지붕과 지붕하부구조(공포구조), 벽면구성, 재

료와 색채로 분석하였다. 지붕은 형태에 따라 팔작지붕,

맞배지붕, 모임지붕 등의 형태와 조합방법 등을 분석하

였다. 지붕하부는 공포형식을 분석하고 변형형태를 파악

하였다. 벽면구성은 건축규모가 커진 R.C조 벽면을 수직

적, 수평적 분할방법을 검토한다. 또 재료와 색채는 전통

건축의 색채계획에 변화감을 준 사례를 검토하였다.

(3) 부분요소

출입구는 전통과 현대식, 독립형 등 형태와 재료를

검토하였다. 강조요소는 배흘림, 안쏠림, 귀솟음 등과 같

은 시각적 착시효과를 통하여 조형미를 강조한 사례와

망루, 전통 난간, 유리박스 등을 설치한 사례를 파악한

다. 디테일은 전통건축의 디테일을 현대적으로 구현한

사례로 입면 단위 패턴, 창호형태와 재료를 검토하여 그

특징을 살펴본다.

3.3. 디자인 평가 기준

한옥형 공공건축물의 디자인 특성을 분석할 때 모든

사례마다 디자인 수준이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점을 무

시 할 수 없다. 이 점은 디자인의 현황분석보다 디자인

의 경향과 특징, 지침과 권고사항을 추출하고자 할 때

그 질적인 차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었다. 디자인의

질적 평가는 주관적인 판단이 어느 정도 개입되는 것이

불가피한 일이다. 그러나 판단의 주관성을 보완하기 위

한 방법으로 평가결과를 A, B, C의 세 그룹으로 단순화

하였다. 상, 중, 하의 판단은 개인적인 취향보다 누가 보

더라도 비슷한 질적인 차이가 구별될 수밖에 없다는 객

관적 기준이 통용되는 범위 안에서 평가가 되도록 시도

하였다. 동시에 앞에서 제시된 배치, 입면, 부분요소의

세 항목을 <표 3>의 디자인 분석의 틀을 고려하여 별도

로 평가함으로서 보다 더 객관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였

다. 이 세 가지 평가결과가 종합되어 전체적인 평가가

되도록 하였으며, 종합 디자인 평가는 배치, 입면, 부분

요소 중 2개 이상 A로 판정될 경우 ‘상’급, 2개 이상 C

로 판정될 경우 ‘하’급, 중간의 경우 '중'급으로 판단하여

유형별로 비교했다.

4. 유형별 디자인 분석

4.1. 전통 재현형

배치는 대부분 주변경관을 고려하여 시각적으로 매스

를 분절하고 전통적 외부공간과 조경을 도입하여 주변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광주박물관과 가사문학관의

경우 R.C조 지붕 특성을 활용하여 중앙부를 높이고 주

변부에 다양한 지붕형태를 배치하여 매스의 위계와 화려

한 지붕변화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도심지에 위치한 일

부 사례(여수시청사와 교통센터, 구례터미널)는 건축물

위주로 주변 환경과의 완충공간 없이 건립되었다.

입면은 대부분 전통형태를 따르고 있으나 다산전시관과

구례구역의 경우 다양성을 가져왔으나 너무 디테일을 생략

하여 형태가 불분명하다. 부분요소는 전통형태의 주출입구

와 강조요소를 유형중 가장 충실히 계획하였으며, 디테일

계획으로 전통적인 문양패턴의 벽과 난간처리, 수직적 기둥

의 돌출, 기단부의 충실한 반영이 그 특징이다. 곡성전통

시장의 경우 다양한 재료와 디테일을 혼합하여 사용하여

다양성이 있으나 입면의 개별적인 디테일 수준은 떨어진다.

<그림 1> 가사문학관, 곡성전통시장의 지붕변화

전체 사례수 16개소의 디자인 평가는 상급이 4개소,

중급이 12개소로 타 유형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은 편이

다. 전통을 그대로 재현하여 디자인이 무리하지 않았고,

전통목조건축의 비례와 디테일을 R.C조로 자연스럽게 처

리하여 완성도가 높았다. ‘상’급의 사례의 경우 중층규모

이나 적절한 지붕과 입면의 매스분절을 통해 시각적인

부담감을 줄이고 있다. 평가결과 ‘중’급은 대부분 전통건

축을 간략화하여 공사하여 무리는 없으나 시각적으로

R.C조로 인지된다. 입면은 대칭적이며 전통 창호형태를

유지하거나 단순하게 처리하였다. 3층의 큰 규모로서 입

면 비례감을 고려하지 않고 매스계획을 한 여수시청사

와 여수 교통센터는 현대건축에 지붕만 씌운 모습으로

시각적 부담감을 주고 있다.

4.2. 부분 변형형

도심형과 교외형의 경우 경관적 차이가 많이 나타나지

만 교외의 경우 대부분 주변환경과 조화를 이루고 있다.

특히 도심지에 위치하나 의도적으로 경관을 연출한 장성

도서관과 강진 환경센터의 경우 매스를 분절하고 다양한

지붕형태를 배치하여 시각적 부담감을 줄이고 있다. 입

면은 지붕 변화, 공포구조의 단순화, 벽면재료의 변화,

수직기둥의 강조 등 다양한 변화를 보이나 대부분은 전

통형태를 따르고 있다.

구례사회복지관과 영암도기박물관의 경우 벽면 디테일

이 없거나 특이한 팔각형 매스로 처리하였으나 변형정도

가 심하여 조형의 완성도가 낮아 보인다. 여수 오림정의

지붕 엇갈림배치, 여수보건소와 돌산읍사무소의 벽면문

양 거푸집 사용은 다양한 디테일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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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번호

현장

사진

디자인 특성 디자인 평가

매스 배치 입면 부분요소 배치입면요소종합

가1

광주박물관

도심지 외곽/ 단지 조성형

ㅁ자형/ 중앙부 평지붕

전통적 외부공간/ 조경

혼합형태 지붕. 중앙부

높임형 다포계/ 입면 대칭/

전벽돌/ 기둥돌출/ 입면2분할

필로티/ 유리 방풍실

기둥배흘림/ 주두. 층난간

우물천장/AL 전통문양창호

A A A

상

가2

가사문학관

교외 단지 조성형

ㅁ자형/ 2층매스 지붕

분절

전통적 외부공간/ 조경

팔작형태 지붕 층간 변화

다포계/ 입면 대칭/

전벽돌/ 기둥돌출/ 입면 3분할

콘크리트/ 기와지붕

출입구

기둥배흘림/ 주두

AL 전통문양창호

A A A

가3 서편

제전수관

체육단지 부속형

일자형/ 중앙부 높임형

일부 현대적 조경

맞배 3단 지붕/ 지붕구조노출

평처마 2단 구성/ 입면 대칭

벽돌,유리블럭/ 입면 2분할

필로티/ 유리 방풍실

수직원형 기둥 돌출

AL 창호

A A A

가4

광주송무정

체육단지 부속형

ㅁ자형/ 기단위 망루형

일부 현대적 조경

팔작형태 지붕

단순화된 공포/ 입면 대칭

전벽돌/ 기둥돌출

필로티/ 유리방풍실

기단에 현대적 난간/주두

AL 창호

A A A

가5

옥과미술관

도심지 외곽/ 단지 조성형

ㅁ자형/ 깊은 처마

전통적 외부공간/ 조경

맞배지붕

다포계/ 입면 대칭

전통사찰 재현한 단청

유리 방풍실

층 구분 전통문양/ 주두

AL 전통문양창호

B A B

중

가6 구례

관광안내

도심지 외곽/ 단지 조성형

ㅁ자형 2동/ 층고 낮음

일부 마당 /현대적 조경

팔작지붕

다포계/ 입면 대칭

전벽돌/ 기둥돌출

필로티/ 유리방풍실

수직원형 기둥 돌출

AL 창호

B B B

가7

구례터미널

도심지형/ 주변과 부조화

일자형/ 중앙부 높임형

일부 현대적 조경

팔작, 맞배 3단 지붕

다포계 / 입면 대칭

벽돌, 유리/ 입면 2분할

필로티/ 유리 방풍실

주두. 층난간

AL 문양 창호

B B B

가8

도로사업소

교외형/ 단지 조성형

일자, ㄱ 자형

일부 현대적 조경

팔작 지붕

단순화된 공포

전벽돌, 유리/ 입면 2분할

필로티/ 유리 방풍실

출입구상부 매스비움

AL 문양 창호

B B B

가9 초의선

사 명선헌

교외형/ 단지 조성형

ㄱ 자형

일부 현대적 조경

팔작 지붕

다포계

전벽돌, 유리/ 입면 2분할

유리 방풍실

층난간/ 주두

AL 전통 문양 창호

B B B

가10 나주

목문화관

도심지형

ㅁ자형/ 출입구 높임형

일부 현대적 조경

팔작 지붕

다포계

전벽돌, 유리

출입구 지붕높임형

수직원형 기둥/ 주두

AL 목제 문양 창호

B B B

가11

여수본청사

도심지형

U자형/ 중앙 높임형

일부 현대적 조경

우진각 지붕

단순화된 공포

콘크리트문양/ 입면 2분할

필로티/ 전통형태 방풍실

현대적 주두. 층난간

AL 문양 창호

B B B

가12 여수

교통센터

도심지형

일자반복형

일부 현대적 조경

팔작 지붕

단순화된 공포

전벽돌, 유리/ 입면 2분할

현대적 캐노피

기둥 돌출

AL 창호

B B B

가13

구례구역

도심지형

ㅁ자형/ 중앙부 높임형

일부 현대적 조경

팔작 응용 지붕

평처마 3단/ 처마선 변형

콘크리트위 페인트

필로티/ 유리 방풍실

기둥돌출/ 주두

AL 창호

B B B

가14

다산전시관

교외형/ 단지 조성형

ㅁ자형/ 중앙부 높임형

일부 현대적 조경

팔작 맞배 지붕

단순화된 공포

전벽돌, 유리

유리 방풍실

기둥 돌출

AL 문양 창호

B B B

가15

장흥흥덕정

도심지형

일자 반복형

일부 현대적 조경

팔작 맞배 지붕

익공계 공포

벽돌, 유리/ 입면 2분할

유리 방풍실

기둥돌출/ 주두

AL 문양 창호

B B B

가16 곡성

전통시장

도심지형

ㅁ자 중정형/ 출입구

높임형

일부 현대적 조경

팔작 맞배 지붕

단순화된 공포

벽돌, 목재, 유리/ 입면 2분할

필로티/ 유리 방풍실

기둥 돌출

AL 문양 창호

B B B

<표 4> 전통 재현형 디자인특성과 평가

하지만 강진 도암읍사무소의 층 난간의 경우 규모가 커서

시각적으로 부담스러우며, 광양 유림정의 전면매스는 파라펫

끝만 기와지붕으로 처리하고 주 매스에 비해 규모가 커서

부자연스럽다. 남농기념관의 경우 지붕과 입면의 기둥처리가

현대건축의 디자인에 가까워 전통건축으로 보기 어려웠다.

<그림 2> 여수 군자정 지붕하부구조와 구례전수회관의 기둥 디테일

전체 사례수 12개소중 디자인평가는 ‘상'급이 2개소,

‘중'급이 10개소로 ‘상'급이 적다. 다양한 높낮이의 매스

의 조합, 다양한 재료와 색채 조합을 통해서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지붕은 팔작, 우진각, 맞배의 조합이나, 높

낮이를 조정하여 변화를 보인다.

지붕하부구조도 디테일의 정교함보다 구조체를 이용한

단순한 공포구조나 평처마가 기본이다. ‘상'급의 ‘장성도

서관과 강진환경센터’의 경우 중층규모이나 전통적 매스

와 현대적 매스의 조합, 지붕과 입면의 수평적 매스 분

절을 통해 시각적인 부담감을 줄이고 있다.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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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번호

현장

사진

디자인 특성 디자인 평가
매스 배치 입면 부분요소 배치입면요소종합

나1

장성도서관

도심지형

일자형

현대적 외부공간/ 조경

팔작.맞배.모임 혼합형태 지붕

단순화된 공포

화강석/ 황토/ 목재 3단조합

전통목재. 기와 출입구

누정과 망루

AL 전통문양창호

A A A

상

나2 강진

환경센터

교외 단지 조성형

일자 반복형

전통적 외부공간/ 조경

팔작. 우진각 혼합형태

단순화된 공포/ 목재마감

화강석/ 황토/ 목재 입면 2분할

현대적 현관매스

전통담장

AL 전통문양창호

A A A

나3 병영

면사무소

교외 단지형

ㄱ ㅁ 자 변형

현대적 조경

맞배 3단 지붕/ 지붕구조노출

단순화된 공포

벽돌, 화강석기둥/ 입면

2분할

콘크리트기와매스 출입구

누마루 난간

AL 창호

A B B

중

나4 여수

군자정

체육단지 부속형

ㅁ자형/ 기단위 망루형

현대적 조경

맞배 엇갈림지붕

단순화된 공포/ 입면 대칭

전벽돌/ 기둥돌출

필로티/ 유리방풍실

사각 기둥위 주두

AL 전통문양창호

A B B

나5

남농기념관

도심지 외곽/ 단지 조성형

ㅁ자형/ 깊은 처마

현대적 조경

우진각 지붕

평처마 3단구성/ 입면 대칭

벽돌과 콘크리트

유리 방풍실 배흘림기둥/

지붕처마선 올림

AL 창호

B B B

나6 도암

면사무소

체육단지형

ㅁ자형

현대적 조경

팔작지붕

단순화된 공포/ 입면 대칭

전벽돌/ 기둥돌출

필로티/ 유리방풍실

층 난간

AL 창호

B B B

나7

여수보건소

도심지형/ 주변과 부조화

일자형/ 중앙부 높임형

일부 현대적 조경

팔작, 맞배 3단 지붕

다포계 / 입면 대칭

벽돌, 유리/ 입면 2분할

필로티/ 유리 방풍실

주두. 층 난간

AL 문양 창호

A B B

나8 돌산

읍사무소

교외형/ 단지 조성형

일자, ㄱ 자형

현대적 조경

팔작 지붕

단순화된 공포

전벽돌, 유리/ 입면 2분할

필로티/ 유리 방풍실

출입구상부 매스비움

AL 문양 창호

B B B

나9 구례

전수회관

도심지형

ㅁ 자형

일부 현대적 조경

우진각지붕

평처마 3단구성

벽돌, 유리

필로티/ 유리 방풍실

처마올림/ 배흘림기둥

AL 창호

B B B

나10 구례

복지관

도심지형

ㅁ자형/ 중앙매스 높임형

현대적 조경

팔작 지붕

다포계

화강석, 유리/ 2단구성

콘크리트 매스 출입구

수직원형 기둥/ 주두

AL 목제 문양 창호

B B B

나11 도기

박물관

도심지형

U자형/ 팔각형

현대적 조경

맨사드 지붕

단순화된 공포

입면 2분할

현대적 캐노피

현대적 주두. 층 난간

AL 창호

B B B

나12 광양

유림정

도심지형

ㅁ자형/ 일부 덧붙임

현대적 조경

팔작 지붕

단순화된 공포

전벽돌, 화강석/ 입면 2분할

필로티/ 유리방풍실

기둥 돌출

AL 창호

B B B

<표 5> 부분 변형형 디자인특성과 평가

4.3. 추상 응용형

배치는대부분 건물위주로 경관, 조화, 매스, 외부공간

처리가 불안전하였다. 입면은 수직적 수평적 분절을 위해

기단형, 수직기둥 등 전통요소를 일부 도입하였으나 대부

분 디테일을 생략하거나 변형하였다. 특히 전통마을 경관

에 이질적인 반사유리매스를 쓴 하미술관과 현대 건축에

전통지붕형태의 파라펫 기와만 설치한 과학교류센터의 경

우는 전통건축의 유추한 디자인으로 추천하기는 어렵다.

<그림 3> 영암 과학교류센터의 지붕, 하미술관의 유리매스

7) 맨사드 지붕[Mansard Roof]은 모임지붕의 상부와 하부의 지붕면에

서 경사를 완급 2단으로 한 형식의 지붕을 말하지만 본 논문에서

는 건물외곽 파라펫 부분에 기와지붕을 설치하여 맨사드처럼 시각

적으로 보여 맨사드형으로 표현하였다.

전체 사례수 16개소중 디자인 평가는 상급이 4개소,

중급이 4개소, 하급이 8개소로 타 유형에 비해 편차가

높은 편이다. 전통을 추상적으로 응용하여 디자인이 현

대건축에 가깝고 공사비에 따라 완성도가 차이가 많았

다. 평가결과 ‘상’급과 ‘중’급은 대부분 현대건축에 지붕

이나 입면재료, 부분요소 등 전통건축의 일부를 도입한

경우다. ‘하’ 급은 입면 비례감을 고려하지 않은 매스계

획과 이질적인 재료사용, 불안전한 지붕 계획으로 시각

적인 부담감을 주고 있다.

4.4. 특성별 종합

전체 사례를 대상으로 배치, 입면, 부분요소의 디자인

특성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각 유형별 사례수를 표현하

였다. 주요 특징과 대표 사례를 나타내면 <표 7>와 같

다. 주로 평가결과 ‘상’에서 뽑고 ‘중’은 선별적으로 하고,

‘하’는 특별한 경우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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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

번호

현장

사진

디자인 특성 디자인 평가

매스 배치 입면 부분요소 배치입면요소종합

다1

도립도서관

도심지 외곽형

일자 반복형

현대적 외부공간/ 조경

맞배지붕/ 중앙부 높임형

입면 대칭

화강석/ 입면3분할

필로티/ 유리 방풍실

층 분절부 전통문양

AL 문양창호

A A A

상

다2

여수2청사

단지 조성형

ㅁ자 반복형

현대적 외부공간/ 조경

현대화된 곡선처마 분절

기단형/ 입면 3분할

현대적 출입구

AL 창호
A A A

다3 목포

문화회관

도심지 외곽/ 단지 조성형

ㅁ자 반복/ 성곽상부 망루

현대적 조경

맨사드형 지붕/ 지붕구조노출

평처마 구성/ 입면 대칭

화강석,유리/ 입면 2분할

현대적 출입구/

유리 방풍실

AL 창호

A A A

다4

곡성역

교외형

ㅁ자형/ 성곽상부 망루

일부 현대적 조경

팔작형태 지붕

단순화된 공포/ 입면 대칭

화강석/ 아치형창문

필로티/ 유리방풍실

AL 창호
A A A

다5

민속박물관

도심지 외곽/ 단지 조성형

ㄱ자형

전통적 외부공간/ 조경

맨사드형 지붕

평처마

전벽돌과 화강석/ 입면 2분할

유리 방풍실

AL 문양창호
B A B

중

다6

하미술관

전통마을 조성형

ㅁ자형 2동/ 층고 낮음

일부 마당 /현대적 조경

팔작지붕

단순화된 공포 입면 대칭

화강석/ 유리

유리방풍실

AL 창호
B B B

다7 과학

교류센터

도심지형/ 주변과 부조화

일자형/ 중앙부 높임형

현대적 조경

팔작, 맞배 3단 지붕

다포계 / 입면 대칭

벽돌, 유리/ 입면 2분할

필로티/ 유리 방풍실

AL 창호
C B B

다8

현암도서관

교외형/ 단지 조성형

일자, ㄱ 자형

현대적 조경

맨사드형 지붕

평처마

드라이비트/ 입면 2분할

현대적 캐노피*기와지붕

수직기둥 돌출

AL 창호

B C B

다9 여수

노인시설

교외형/ 단지 조성형

ㄱ 자형

현대적 조경

맨사드형 지붕

단순화된 공포

드라이비트/ 입면 2분할

현대적 캐노피*기와지붕

원형기둥돌출

AL 창호

B C C

하

다10

서광주역

도심지형

ㅁ자형

일부 현대적 조경

팔작 지붕

평처마 3단

벽돌, 화강석

현대적캐노피

AL 창호
C B C

다11 영암

정보센터

도심지형

ㅁ자형

현대적 조경

우진각 지붕

단순화된 공포

화강석/ 입면 2분할

현대적 캐노피*기와지붕

수직원형 기둥/ 주두

AL 문양 창호

C C C

다12

백민미술관

교외형/ 단지 조성형

ㅁ자 반복형

현대적 조경

맨사드형 지붕

단순화된 공포

전벽돌, 유리

현대적 캐노피*기와지붕

AL 창호
C C C

다13

완도청해정

체육공원형

ㅁ자형+ 전면 덧붙임

일부 현대적 조경

맨사드형 지붕

단순화된 공포

전벽돌, 유리

유리 방풍실

기둥 돌출

AL 창호

C C C

다14

고흥봉황정

체육공원형

ㅁ자형+ 전면 덧붙임

일부 현대적 조경

맨사드형 지붕

단순화된 공포

전벽돌, 유리

유리 방풍실

기둥 돌출

AL 창호

C C C

다15

해남만수정

체육공원형

ㅁ자형+ 전면 덧붙임

일부 현대적 조경

팔작 지붕

단순화된 공포

벽돌, 유리

유리 방풍실

기둥돌출

AL 창호

C C C

다16

압화미술관

도심지형

일자형

현대적 조경

팔작 지붕

단순화된 공포

드라이비트, 유리/ 입면

2분할

전통목재 기와지붕

출입구

기둥 돌출

아치형 AL 창호

C C C

<표 6> 추상 응용형 디자인특성과 평가

구분 디자인 현황 (사례수) / 주요특징

배치
경관/

매스

단일/ 팔작(6)
단일/ 맞배(3)

우진각(4)
단일/ 맨사드형(6) 조합/ 팔작(5)

조합/ 맛배(6) 분동/ 팔작(5) 분동/맨사드형(5) 혼합(4)

- 단일 매스형태/ 지붕은 팔작지붕을 가장 선호

- 조합형의 경우 상징성과 위계성이 높은 맞배지붕 중앙 강조형이 많음

- 최근 다양한 매스크기와 지붕형태를 혼합하는 사례 나타남.

<표 7> 디자인 특성 종합-1
구분 디자인 현황 (사례수) / 주요특징

배치
외부

공간

전통형(8)
절충형-

다수 건물(6)

절충형-

단일 건물(16)
건물형(14)

- 전통적인 단지조성을 한 전통형과 건물형이 상대적으로 적고

건물에 일부 조경을 설치한 절충형이 많음

- 최근 건립된 건축물은 전통건물과 어울리는 마당과 담장, 정자,

조경공간이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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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디자인 현황 (사례수) / 주요특징

입면

지붕

구조

팔작(16) 맞배(9)/우진각(4) 맨사드(11) 혼합(4)

- 팔작 지붕을 가장 선호

- 최근 매한 건물에 팔작, 우진각, 맞배, 모임지붕을 동시에 설치

한 지붕형태도 나타남.

지붕

하부

구조

다포(3) 익공(19) 첨자형(6) 평처마(13) 기타(3)

- 공포형식은 시공이 단순한 익공계가 다수

- 평처마의 경우 2단, 3단 접힘 시도

- 캔틸레버 구조를 주두나 공포로 활용하는 첨자형이 나타남

벽면

구성

격자형(10) 수직형(14) 수평형(12) 기단형(8)

- 격자형, 수직 수평적 분할구성, 기단형이 고루 나타남

- 전체입면 비례는 전통적인 지붕, 벽면, 기단의 비례중 기단부가

없어져 지붕과 벽면 비례로 바뀜

재료

와

색채

전벽돌(10) 알루미늄(10) 적벽돌(4) 화강석(9) 혼합(3) 기타(8)

- 전통적 전벽돌, 화강석에서 황토, 적벽돌,

목재 등 다양한 재료사용

부분

출입구

필로티

(13)

현대식캐

노피(3)

독립형*현

대식(8)

독립형*현

대식*기와

(7)

독립형*전

통형식(3)

직접진입/

기타(10)

- 중앙부 지붕하부에 출입구를 처리한 필로티형이 가장 많음,

- 현대식 캐노피에서 최근 전통지붕과 기와, 목재 벽면을 갖는

형태 나타남.

- 광주박물관 필로티 진입과 하미술관의 유리박스

강조

요소

망루(3) 난간(6) 유리박스(3) 기타(휴게-2)

- 최근 건립된 건축의 경우 매스에 부가적인 강조요소가 많이 나타남.

- 전통난간이 가장 많고, 망루형태, 유리박스 순으로 나타남.

- 전체를 전통식으로 못하더라도 시각적 효과가 큼

디테일

(창)

목재전통*창호지(2) 목재전통 창살(6) AL창살(17) AL창(19)

- AL 일반창과 전통 문양 창호가 주로 나타남.

- 최근 기술개발로 내구성이 강한 목재 창호와 전통창호지가 나타남.

- 이중창을 설치할 경우 외부는 AL창과 내부는 목제창 설치

디테일

(단위

UNIT)

필로티형/ 창 격자패턴(10) 벽면형/ 격자줄눈패턴(18)

필로티형/ 창 상하부인방(4) 벽면형/ 창 상하부인방(6)

필로티형 /다양한 패턴혼합(3) 벽면형/ 무창호 재료패턴(3)

- 격자 줄눈패턴이 가장 많음

- 벽면을 전체 창으로 구성한

사례 많음

- 상하부 인방형도 나타남

- 여수시의 벽면 콘크리트 문양

- 서편제 전수관의 유리블럭사용

<표 7> 디자인 특성 종합-2 5. 종합 분석

R.C조 한옥형 공공건축물은 디자인 선정시 유형별로 차이

가 크기 때문에 선호도와 특징을 고려하여 유형을 선정할 수

있고, 대표 사례는 그 이해도를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다. 또

최근 건축경향과 사례를 검토한 결과를 디자인으로 활용하도

록 최소한의 디자인지침과 권고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5.1. 유형별 디자인 특징과 우수 사례

유형별 주요 디자인특징을 배치, 입면 부분요소로 구분

하여 기술하였다. 또 전체 디자인 평가 결과에 대한‘상’에

해당되는 우수사례는〈표 8〉와 같다. 전통재현형과 부분

변형형의 경우는 목구조의 복잡한 형태를 R.C조로 완벽히

재현하기 위해서 자재비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경량화,

PC공법을 개발하고 있으나 복잡한 형태를 재현하는 데는

한계가 보인다. 또한 매스가 커짐으로 비례감과 조화를 실

현시키는 데 어려움이 있다. 무겁고 큰 기와지붕의 규모를

줄이고 분절시키는 방안으로 지하부의 공간수요를 확대

하여 지상부의 규모를 줄이는 것도 필요하다. 색채와 재료

를 너무 단순하고 차갑게 처리하여 매스가 커 보이는 것

은 목구조의 따뜻한 재료사용과 색채를 구현해면 다소 완

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입면에 목재, 회벽, 황토 등을

섞어 쓰면 삭막함을 완화시킬 수 있다. 추상 응용형의 경

우 현대적 건축물에 지붕만 씌워 획일성을 벗어나지 못한

단점이 있고 앞으로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유

형

디자인 특성 전체 디자인 평가

우수 사례 (‘상’ 급)이미지 구분 주요 특징

전통

재현

전통

건축

직설적

재현

배치

* 단지 조성형/ 교외형/ 도심지

형

* 중앙부 강조형/ ㅁ자형

* 전통적 외부공간
광주박물관

가사문학관

서편제전수관

광주송무정입면

* 전통 팔작 / 맞배 지붕형

* 다포계/ 주심포계 /단순한 공

포

* 수직 기둥형/ 수평 기단형

부분

요소

* 전통형 출입구 * 층 난간

* 전통 / AL 문양 창호

부분

변형

전통

건축과

현대

건축의

혼용

배치

* 건물형/ 도심형/ 교외형

* 다양한 매스형태

* 현대적 외부공간

장성도서관

강진환경센터
입면

* 다양한 지붕과 매스혼합

* 단순한 공포/ 평처마

* 벽면 수평 수직 분절형

부분

요소

* 다양한 형태 출입구

* 누정. 망루. 난간

* AL 문양 창호

추상

응용

현대

건축에

전통

이미지

부가

배치

* .건물형/ 도심형 /.교외형

* 다양한 매스형태

* 현대적 외부공간
도립도서관

여수2청사

목포문화회관

곡성역

입면

* 맨사드형 지붕

* 단순한 공포/ 평처마

* 벽면 수평 수직 분절형

부분

요소

* 다양한 형태 출입구

* 누정. 망루. 난간

* AL 창호

<표 8> 유형별 디자인 특징과 전체 디자인평가 우수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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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디자인지침/ 권고사항 사례이미지

배치

경관

- 주변 경관과 조화를 위해 단지형 권장

- 건물형으로 할 경우 담장, 조경으로

/ 시각적 완충 공간 확보

- 건물 의장의 위계 부여

/ 주건물과 부속건물 다르게 표현

매스

- 분동. 조합형 매스 권장

- 단일형 매스의 경우 규모가 클 경우

매스와 지붕 분절로 시각적 변화감 확보

- 전체 매스를 전통식으로 하기 곤란 할

경우 인지성이 강한 매스를 전통화하

고 부속 매스를 현대적으로 처리

외부

공간

- 전통 담장과 바닥재, 마당 조성 권장

- 옥상에 전통목구조 휴게 공간 확보

/ 예산대비 시각적 효과가 큼

입면

지붕
- 단층 지붕의 경우 다양한 지붕형태 가능

지붕과 벽면의 입면 비례는 고려

- 중층 지붕은 층으로 분절하거나

다양한 지붕형태 혼합

지붕

하부

구조

(공포)

- 구조적 성능을 겸하면서 익공과 처마의

형태로 응용하여 시공성 확보

- 콘크리트위 목재마감은 시각적 효과 큼

- 공사비를 고려한 현대적 평처마의

디테일 만듬 ( 2, 3단 접기)

벽면

구성

- 전체 규모를 고려한 수직적 수평적 매스 분절

- 수직 기둥과 보를 강조 전체 벽면유리)

- 다양한 패턴 혼합보다 일관된 형태가

바람직함

재료와

색채

- 전체 입면구성과 재료 대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효과 높음

- 화강석, 회벽, 목재 등 다양한 재료의

동시 사용 ( 친환경성 확보)

부분

요소

출입구
- 인지성이 높음으로 별도 매스 처리

- 전통형식 목재와 기와사용 추천

강조

요소

- 전체 한옥형태 깨트리지 않는 형태에서 강

조요소의 적극 반영

(망루, 난간, 배흘림, 유리박스 등)

디테일

(창호)

- 전통 창호문양과 창살문양, 창호지 적용 /

적은 공사비로 높은 효과

디테일

(단위

벽면)

- 필로티형의 경우 수직기둥의 비례와 크기

가 중요

- 벽면형의 경우 기둥의 돌출여부와 창 상하

부 인방의 크기가 중요

<표 9> 디자인 지침과 권고사항

유형과 규모별 디자인 평가는 전통재현형의 경우는 대

규모와 소규모에서 상급과 하급이 동시에 나타났으며,

부분변형형의 경우 규모별로 비슷하게 분포되었다. 추상

응용형의 경우 대규모는 상급이 많았으며, 소규모에서

대부분 하급 사례가 많았다. 유형과 규모별 상관성보다

는 공사예산에 많은 영향을 받고 있었다.

5.2. 디자인 지침과 권고사항

유형별로 디자인 특성과 평가를 검토한 결과 앞으로

R.C조 한옥형 공공건축물을 디자인할 때 활용이 가능하

도록 디자인 지침과 권고사항을 <표 9>과 같이 종합하

여 정리하였다. 단지 유형별로 세부지침과 권고사항을

기술하지 않은 것은 최근 시공성과 공사비로 ‘정통재현

형’이 줄고 ‘부분변형형’과 ‘추상응용형’의 다양한 디자인

이 주를 이루고 있어 다양성을 보여주고자 했다.

6. 결론

최근 한옥활성화와 더불어 증가하는 R.C조 한옥형 공

공건축물은 전통목구조 한옥의 높은 공사비와 시공성,

유지관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전통건축의 디자인

을 모방, 응용하거나 추상화한 공공건축물이다. 목재와

달리 디자인과 시공성의 한계를 갖지만 앞으로도 내구성

과 유지관리의 장점으로 계속해서 지어 질 수밖에 없는

수요를 갖고 있다. 하지만 디자인측면의 분석과 평가, 지

침과 방향제시가 없어 지금까지 다양한 수준의 건축물이

공존해 온 것이 사실이다. 연구 대상은 전라남도에 준공

된 한옥형 공공건축물을 44개소로 하였고, 전통건축의

변형및 응용정도에 따라 재현, 변형, 응용의 3가지 유형

으로 분류하였다. 디자인 특성 분석을 위해 배치, 입면,

부분요소로 분석의 틀을 설정하고, 사례별로 그 특성을

파악하고 특성요소별로 디자인 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하

여 전체 수준을 파악하였다. 개별 건축물의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유형별 디자인 특성과 우수 사례 선정하였고,

추후 활용하도록 디자인 지침과 권고사항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연구를 통해서 R.C조 한옥형 공공건축물의 바

람직한 발전방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R.C조 한옥형 공공건축물은 시각적으로 콘크리

트재료의 모방 흔적을 감추어 전통 목구조의 멋을 나타

내는 것이 핵심이다. 특히 목조에 가까운 색채계획과 입

면에 일부 목재사용 등 전통느낌을 유추할 수 있는 세련

된 디테일과 디자인으로 발전가능성을 확대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R.C조 한옥형 공공건축물은 특성상 건축규모가

커져서 전통적 느낌을 살리려면 매스분절이 공통적인 과

제이다. 그 방안으로 다양한 형태의 지붕과 매스 조합,

입면의 수직적 수평적 분절, 주출입구 별도 매스처리 등

을 통해 주변경관과 휴먼스케일을 고려한 전통건축의 효

과를 이끌어 내야 한다.

셋째, R.C조로 한옥형 건축을 재현하다보니 대부분 지

붕과 지붕하부 구조가 과장되어 경제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었다. 합리적인 지붕형태와 지붕하부구조를 재현하기

위해서는 기와의 경량화, ㅅ자형 구조의 단순화, 지붕하

부 공포 거푸집의 규격화, 벽체 정통 문양 거푸집 개발

등 시공 난이도와 높은 인건비에 대비한 단순한 시공법

개발이 필요하다.

넷째, 부분변형형의 경우 적극적인 디자인 개발이 이

루어져야한다. 건물 전체를 지붕을 덮는 디자인에서 시

각적으로 일부만 덮고, 사람의 시선이 우선되는 벽면에

는 황토, 회벽, 목재, 경량판넬 등 다양한 재료사용을 통

해 전통목조의 느낌을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전

통외관에 현대적인 인테리어는 안과 밖이 너무 상이하여



한국실내디자인학회논문집 제23권 3호 통권104호 _ 2014.0620

최소한 공용부분인 홀과 복도부분이라도 전통느낌의 인

테리어계획이 시급하였다.

다섯째, 현재 주로 지어지고 있는 전통재현형과 부분

변형형의 소극적 대처보다는 전통건축을 현대적으로 추

상화한 추상응용형에 대한 건축방법을 개발하고 과감한

디자인도 받아들여야 한다. R.C조가 모방건축이라는 논

란에도 불구하고 많는 건축물이 세워지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낮은 디자인 수준의 R.C조 건축보다는 추상

응용형의 적극적 개발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전통건축을 그대로 답습하는 한계에서 벗어

나 R.C조 한옥형 공공건축물의 새로운 디자인 가능성을

찾아보고자 했다. 친환경성과 내부 인테리어, 세부적 입

면요소에 대한 추가적 연구도 필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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